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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철근콘크리트 전단벽은 지진하중, 풍하중과 같은 횡력에 대한 저항능력이 우수해

다양한 구조물에서 주요 구조부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진피해조사 결과, 내

진설계가 이루어진 구조물에서조차 전단벽의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 많이 건설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내력벽시스템은 전단

벽이 대부분의 횡력에 저항하므로 전단벽에 대한 정확한 내진성능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확한 내진성능 평가를 위해선 비선형 구조해석 시 사용하는 해석모델

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석모델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는 전단벽에 대한 비선형 구조해석모델 제시와 실험체 검증을 통한

해석모델 검증을 실시하였다.

현재 실무기술자 및 연구자들의 사용빈도가 높은 상용프로그램(Perform-3D,

ETABS, MIDAS)와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 비선형 정적 및 동적 구조해석 프로그

램인 ISAAC-3D(Inelastic Seismic Advanced Analysis

Computer-software)의 해석모델에 대한 설명과 비교, 분석을 실시 하였다. 실무

기술자 및 연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상용프로그램의 전단벽 해석모델은 모두

MVLEM model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해석모델이지만, 프로그램 별 매개변수 설

정법 및 모델링 방법 등 해석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다양한 차이점이 있다. 상용

프로그램과 ISAAC-3D 해석모델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휨거동을 모사하는데

있다. 휨거동 모사 시 두 해석모델 모두 Fiber model을 이용하지만 ISAAC-3D는

구조해석 준비과정에서 Fiber model 결과인 모멘트-곡률관계를 삼선형으로 변환

후 휨스프링에 적용하며 구조해석 과정에서 직선보간법을 이용해 가변축력을 고려

한다. 반면, 상용프로그램은 전단벽을 구성하는 재료인 수직요소(Fiber 요소)의 응

력-변형률관계를 이용해 구조해석 과정에서 전단벽의 휨-압축 등을 모사한다. 이러

한 차이점이 이력거동 모사의 차이를 유발하므로 두 해석모델에 대한 신뢰도를 확

인하기 위한 실험체 검증을 실시하였다.

실험체 검증 시 검증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단벽 실험결과

를 이용하였다. 단일벽체(Rectangular & Barbell type)와 이형벽체(Flanged

wall type)으로 분류해 총 34개의 실험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ISAAC-3D는 단일벽체의 경우 종횡비에 상관없이 모든 실험체의 최대강도 및 최

대변위를 잘 모사하였으나, 이형벽체의 경우 H type, C type만 거동모사가 가능

한 것을 확인하였다. 상용프로그램은 ETABS와 MIDAS의 경우 비선형 구조해석

시 발생하는 오류로 인해 해석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

며, Perform-3D는 ISAAC-3D와 마찬가지로 단일벽체 거동모사는 종횡비에 상관

없이 큰 어려움이 없으나 이형벽체의 경우 H type만 거동모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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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경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 국내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역이 아님이 입증되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 어느 때 보다 내

진설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KBC2005에서는 총 20개로 분류하였던 지진력

저항시스템에 대하여 KBC2009의 경우 다양한 합성구조에 대한 시스템과 내진성

능이 우수한 특수시스템 등이 추가되 총 55개의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설계계수를

제시하고 있다. 지진력저항시스템이 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적용

해 경제적인 내진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국내 공동주택에서 주로 사

용하는 내력벽시스템은 전단벽이 대부분의 횡력에 저항하는 지진력저항시스템 중

하나이다. 전단벽시스템의 경우 특수전단벽시스템이 추가되었다. 우수한 내진성능

을 발휘하는 특수전단벽시스템의 경우 그에 따른 추가사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철

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시스템의 경우 전단벽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수경

계요소를 추가하였다. 하지만 도입된 특수전단벽을 국내 공동주택의 내력벽시스템

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거리가 있다. 미국의 내력벽시스템의 경우 구조물의

중앙 코어에 전단벽을 설치하고 외부 둘레에 기둥을 설치하는 구조 평면을 가지지

만, 국내 공동주택의 내력벽시스템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전단벽으로 평면계획을

함으로써 벽 두께가 얇아 미국의 특별배근상세를 도입할 경우 수평철근 배근에 있

어서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 기준에 없는 구조형태나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

기 위해 최근 개정된 KBC2016에서는 성능기반 내진설계를 도입하였다. 성능기반

내진설계는 현행의 설계기준에 의존한 방법이 아니라 구조물의 목표성능을 직접 부

여하고 예측하는 방법으로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다. 2017년

도 기준 국내 총 주택수 대비 공동주택 차지비율은 75.6%이며, 이 비율은 계속

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공동주택은 대부분 국민들의 주거공간이다. 이러한 공

동주택 구조설계 시 내진설계범주와 구조물 높이를 고려해 일부 공동주택에선 특수

전단벽시스템을 사용해야 하지만, 특수전단벽 규정의 요구상세에 따른 경계요소 배

근상세는 엄격한 횡보강으로 인해 경제성 및 시공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성능기반

내진설계를 도입하여 특수전단벽 배근상세를 대체하는 보통전단벽+뎀퍼시스템을

활용해 구조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성능기반 내진설계는 구조물의 비선형

거동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정확한 비선형 거동을 예측하기

위해선 구조해석 시 각 부재들의 합리적인 비선형 구조해석모델 및 매개변수를 설

정해야 한다. 이러한 해석모델 및 매개변수는 반드시 실험에 근거해야 구조해석결

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 성능기반 내진설계를 위해 전단

벽 비선형 구조해석모델 및 매개변수에 대한 고찰과 실험체 검증을 통한 해석모델

및 매개변수의 신뢰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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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내용

본 연구는 국내 공동주택 성능기반 내진설계를 위하여 전단벽 비선형 구조해석모

델 및 해석모델 매개변수에 대한 고찰과 신뢰도 확인을 위해 실험체 검증을 실시하

고자 한다. 현재 비선형 구조해석 기능이 있는 상용프로그램(Perform-3D,

ETABS, MIDAS)와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 비선형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ISAAC-3D를 이용하여 다양한 전단벽 실험과의 비교, 분석하여 각 프로그램 해석

모델의 신뢰도를 확인할 것이다. 이에 대한 세부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실무기술자 및 연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상용프로그램의 해석모델에

대한 고찰과 각 프로그램 별 특징을 확인한다.

(2) ISAAC-3D 해석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과 상용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을 비

교·분석 한다.

(3) 실험체 검증 시 해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각 프로그램 별 매개변수를 확인한

다.

(4) 검증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단벽 실험체를 분류하여 분류

기준 별 검증을 실시한다.

(5) Pushover 해석을 이용하여 각 프로그램 별 해석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최 대강도 및 최대변위오차를 확인한다.

(6) Cyclic 해석을 이용하여 ISAAC-3D 및 Perform-3D 이력거동 매개변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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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VLEM model[2] (b) FVLEM model[3] (c) MVLEM model[4]

(d) 2-D Plate model[5] (e) LDLEM model[6]

그림 2.1 전단벽 Macro model

제 2 장 전단벽 비선형 구조해석모델

2.1 연구동향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비선형 거동을 예측하기 위한 해석모델은 미시적

(Microsopic), 거시적(Macrosopicc)모델로 나눌 수 있다. 미시적모델은 유한요소

법(Finite Element Method)을 이용함으로 부재 국부적 거동을 정확히 모사 가

능하지만, 모델링 방법과 해석기법이 복잡하며 긴 해석시간을 요구한다. 내진성능

평가시 국부적 거동 보다는 구조물 전체거동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러 관점

으로 볼 때 현재 미시적모델은 전단벽 비선형 구조해석모델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다.

거시적모델은 미시적모델에 비해 비교적 단순화된 모델로 사용하기 편리하며, 전

단벽 전체거동을 모사하는데 유리하지만 모델이 유도되는 조건에서만 결과가 유효

하다는 한계가 있다[1].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통해 다양한 모델이 개

발되어왔으며, 현재까지 제안된 대표적인 거시적 모델들을 그림 2.1에 도식화 하였

다. TVLEM model[2]은 다른 모델들의 기초가 된 모델로 수직, 회전 및 수평요

소를 이용해 전단벽의 휨-압축 및 전단거동을 모사한다. FVLEM model[3]과

MVLEM model[4]은 TVLEM model을 발전시켜 유한개의 수직요소와 수평요소

이용해 전단벽의 거동을 모사하며 보다 정확한 전단거동을 나타내기 위해 2-D

Plate model[5]에서는 면 요소를 추가하였으나 기존 모델들에 비해 수치해석이

어렵고 복잡해 면요소를 트러스 요소로 대체한 LDLEM model[6]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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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석모델들은 현재 상용프로그램 및 다양한 구조해석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해석모델을 사용하더라도 각 프로그램 별 상이한 모델링 방

법 및 매개변수 설정법 등이 해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프로그램 별 특징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2.2 상용프로그램

실무기술자 및 연구자들은 비선형 구조해석을 위해 다양한 비선형 구조해석프로

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상용프로그램으로 CSI사에서 개발한

Perform-3D 및 ETABS와 MIDAS사에서 개발한 MIDAS　gen을 이용해 내진

성능평가 및 성능기반 내진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각 프로그램의 전단벽 해석모델

은 모두 MVLEM model을 기반으로 한 해석모델을 제공하지만, 프로그램 별 전

단벽을 모델링함에 있어 상이한 부분이 있으며, MVLEM model 이외에 다른 해

석모델을 이용한 전단벽 모델링 또한 가능하다. 비선형 구조해석에 있어 모델링 방

법 및 매개변수 설정은 해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프로그램 별 특

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 상용프로그램 별 특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2.2.1 Perform-3D (Ver.7)

Perform-3D(이하 P3D)은 현재 성능기반 내진설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선

형 구조해석 프로그램이다. P3D은 콘크리트 및 철근 모델을 직접 만들어 입력해야

하며, 이력거동 역시 모든 매개변수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등 타 상용프

로그램에 비해 많은 부분들이 자동화되어 있지 않아 많은 입력자료를 사용자가 직

접 설정해야 한다. P3D는 전단벽을 모사하는 해석모델로 Shear wall 요소와

General wall 요소 두 가지를 제공한다. Shear wall 요소는 그림 2.1(c)에 나타

난 MVLEM model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해석모델로 유한개의 수직요소와 수평요

소, 상·하부 강체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휨 및 압축 거동은 그림 2.2(a)와 같이 전

단벽 단면을 유한개의 수직요소(Fiber 요소)로 모델링 하여 모사하며, 전단거동은

수평요소로 모사한다. 수직요소는 전단벽을 구성하는 구속 및 비구속 콘크리트와

철근의 응력-변형률 관계를 의미한다.

General wall 요소는 Shear wall 요소 보다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 있어

전단벽을 보다 상세히 모델링 할 수 있다. 이 모델링 방법은 Shear wall 요소가

나타내는 휨, 전단거동에 추가적으로 수평방향 휨과 대각압축 전단까지 동시에 고

려할 수 있다. 따라서 General wall 요소는 그림 2.1(e)에 나타난 LDLEM

model과 유사한 해석모델로 불규칙한 개구부가 있는 전단벽에 사용하도록 권고하

고 있다[7]. P3D는 전단벽의 면내 휨거동만 비선형 구조해석이 가능하며, 면외 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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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rform-3D, ETABS (b) MIDAS

(C) ISAAC-3D

그림 2.2 전단벽 해석모델

의 경우 일정한 강성값을 입력해 탄성거동을 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비선형 휨

강성도 계산 시 수치해석 방법인 Gaussian integral을 이용한다. 현재 P3D은 적

분점 개수가 1개로 고정되어 있어 전단벽 길이방향으로 변화하는 비선형 거동을 모

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른 상용프로그램과 비교해 P3D 전단벽 해석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전단벽 단

면을 최대 16개의 Fiber 요소로만 모델링 가능하며, 각 절점에 휨에 관한 자유도

를 추가하기 위해 Imbedded beam요소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Imbedded beam

강성도는 구조물 전체 강성과 각 부재 부재력 배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반복하중에 대한 전단벽 이력거동을 모사하기 위해 P3D은 ‘Cyclic Degradation’

을 이용한다. 사용자가 직접 ‘Cyclic Degradation’의 ‘Energy factor’값을 입력해

이를 각 재료의 응력-변형률 관계에 적용시켜 이력거동을 모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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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ETABS (Ver.17)

ETABS는 P3D과 같은 CSI사에서 만들어진 구조해석 프로그램이다. ETABS는

주로 탄성해석 및 구조설계 시 주로 사용해왔지만 최근 비선형 구조해석기능이 추

가되 일부 실무기술자들이 성능기반 내진설계에 사용하고 있다. ETABS의 해석모

델은 그림 2.2(a)와 같이 P3D의 Shear wall 요소와 유사한 MVLEM model을

사용하며 P3D과 비교해 차이점으로 전단벽 단면을 모델링할 Fiber 개수제한이 없

으며, Imbedded Beam 역시 모델링할 필요가 없다. 또한, P3D의 경우 이력거

동 모사 시 사용자가 직접 Energy Factor값을 입력해야하는 반면, ETABS는

‘Kinematic, Degrading’, ‘Pivot hysteresis model’ 등 다양한 이력거동 모델들

을 포함하고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이력모델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어 ETABS는 P3D에 비해 많은 설정들이 자동화 되어있다[8].

2.2.3 MIDAS Gen (Ver.875)

MIDAS Gen(이하 MIDAS)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구조해석 프

로그램으로 현재 탄성 및 비탄성 구조해석과 구조설계가 동시에 가능하며, 입출력

이 편리해 현재 국내 학교건축물 내진성능평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다. MIDAS는 전단벽 해석모델로 MVLEM model을 기반으로 한 MCPM

Wall(Multi-Compoenet in Parallel Model)요소와 기둥, 보로 구성된 CRB

Wall(Column Rigid Beam)요소를 제공한다[9]. MCPM Wall 요소는 P3D 및

ETABS 해석모델과 비교해 차이점으로 면외 비선형 휨거동 모사가 가능하며, 적분

점 개수를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전단벽 거동모사가 가능하다. 또

한 ETABS와 마찬가지로 Imbedded beam을 모델링 하지 않아도 되며, 반복하중

에 대한 이력거동 역시 여러 이력거동 모델이 존재해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전단벽 단면에 비구속 콘크리트와 구속 콘크리트을 함께 모

델링 하는 것이 불가능해 단부 구속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그림 2.2(b)와 같이

하나의 전단벽을 구속 및 비구속 전단벽으로 나누어 모델링 해야 한다.

2.3 ISAAC-3D

본 연구실에서는 정적 및 동적 비선형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ISAAC-3D(Inelastic Seismic Advanced Analysis Computer-software, 이

하 I3D)을 개발하였다. I3D는 Static Analysis, 반복하중에 대한 Cyclic

Analysis, 구조물 연쇄붕괴 저항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Pushdown Analysis 그리

고 비선형 정적해석을 위한 Pushover Analysis, 지진하중에 대한 비선형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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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ber model (b) Con’c model(Mander’s model)

(c) Steel model (d) Tri-linear model

그림 2.3 ISAAC-3D 휨스프링

력해석을 위한 Dynamic Analysis가 가능하며 다양한 해석모델을 추가할 수 있도

록 Platform기반으로된 구조해석 프로그램이다. I3D는 전단벽 뿐만 아니라 보,

기둥, 접합부, 입체가세 등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구조형태에 대한 구조해석이 가능

하다.

2.3.1 해석모델

그림 2.2(c)는 I3D 전단벽 해석모델로서, 수평 Link element와 수직 Line

element로 구성된다. Link element는 전단벽과 연결보가 만나는 부분을 모델링

하기 위한 요소로, 임의의 강성 설정이 가능하다. 전단벽 거동은 Line element의

비선형 휨,전단 및 축력 스프링과 탄성 비틀림 스프링으로 모사한다. 휨거동은 별

도의 Fiber model 해석을 통한 모멘트-곡률관계를 통해 나타내며, 전단거동은 실

험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험식을 이용한다.

2.3.2 휨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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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P-M Linear interpolation

I3D의 전단벽 휨거동은 Fiber model 해석을 통한 모멘트-곡률관계로 정의한다.

그림 2.3(a)와 같이 Fiber model은 부재 단면을 유한개의 Fiber로 나누고 각

Fiber에 재료의 응력-변형률 관계와 단면 평형조건 및 적합조건을 이용해 면내 및

면외 모멘트-곡률관계를 유도한다[10]. 각 Fiber 요소는 구속 및 비구속 콘크리트

와 철근요소로 나누어 각 재료에 부합하게 정의된 응력-변형률 모델을 적용해 모델

링 한다. 전단벽 단부 전단 보강근이 없을 경우 단면 전체를 비구속 콘크리트로 모

델링 하며, 특수전단벽 혹은 단부 보강근으로 콘크리트가 구속될 경우 단면을 구속

및 비구속 콘크리트로 나누어 모델링 한다. I3D는 콘크리트 모델로 Hognestad,

Popovics, Hoshikuma, Mander’s model[11]을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구속 및

비구속 콘크리트 모델로 그림 2.3(b)의 Mander’s model을 사용한다. 철근은 완

전소성과 변형 강화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그림 2.3(c)와 같은 모델을 사용한다.

Fiber model 해석결과인 비선형의 모멘트-곡률 관계를 구조해석 과정에 적용할

경우 Overshooting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반복법을 활용할

경우 해석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I3D에서는 비선

형의 모멘트-곡률 관계를 그림 2.3(d)와 같이 면내 및 면외 거동에 대하여 균열

모멘트(Mcr), 항복모멘트(My), 파괴모멘트(Mu)로 나누어 삼선형으로 변환해 휨

스프링에 적용한다.

Fiber model은 축력과 단면에서의 휨모멘트에 대한 평형조건을 이용해 모멘트-

곡률관계를 정의하므로 축력은 Fiber model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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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ouble curvature (b) Single curvature

그림 2.5 유연도 선형분포

전단벽과 같은 수직부재는 구조해석 과정에서 축력을 받게 된다. 구조물에 횡하중

가력시 각 전단벽은 초기수직하중(고정하중, 적재하중)으로 인한 축력과는 다른 축

력이 발생하며 비선형 정적 및 동적 해석을 수행할 경우 해석이 진행됨에 따라 각

전단벽의 축력은 계속해서 변화한다. I3D는 이러한 가변축력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그림 2.4와 같이 삼선형으로 변환된 모멘트-곡률에 대해 직선보간법을 적용

한다. 구조해석 준비과정에서 각 전단벽 P-M 곡선상의 임의의 축력 변환점

(P1~P8)을 설정해 각 변환점에 해당하는 축력에 대해 Fiber model해석 후 삼선

형 변환작업을 수행하여 변환점에서의 모멘트-곡률관계를 정의한다. 이후 구조해석

과정에서 임의의 축력에서 모멘트-곡률은 변환점 사이에서 직선보간법을 이용해 가

변축력의 영향을 고려한 삼선형 모델의 매개변수를 결정한다.

전단벽 비선형 휨 강성도 행렬은 그림 2.5와 같이 단면 유연도(1/EI)가 요소 단

부와 변곡점 사이에서 선형으로 변한다고 가정하는 유연도 선형분포모델을 이용하

여 유도하였다[10]. 전단벽과 같은 수직부재는 구조해석이 진행됨에 따라 상·하부

에 발생하는 모멘트가 다르므로 각 부분의 비선형 진행정도가 달라진다. 즉, 상·하

부 유연도 또한 비선형 진행정도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 그림 2.5(a)는

부재에 단곡률이 발생할 경우, 그림 2.5(b)는 복곡률이 발생할 경우 유연도 분포

를 나타내었다. I3D는 그림 2.5(a)와 같이 단곡률일 경우 상·하부는 비선형 진행

정도에 따른 유연도를 가지며 변곡점에서는 초기유연도(1/EI0)값을 가지며, 복곡률

인 경우 그림 2.5(b)와 같이 변곡점이 없으므로 상·하부 사이에서 유연도가 선형

으로 변화하는 가정을 이용해 전단벽 휨 비선형 강성도 행렬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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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전단력-전단변형각 포락곡선

2.3.3 전단스프링

일반적으로 전단벽의 파괴메커니즘은 종횡비(Aspect ratio)를 기준으로 판단한

다. 종횡비가 낮은 경우 전단저항이 지배적이며, 종횡비가 큰 경우 휨저항이 지배

적이므로 전단벽 거동을 정확히 모사하기 위해선 휨거동뿐만 아니라 전단거동을 모

사하기 위한 비선형 전단스프링을 추가하여 해석해야 한다. 휨거동은 Fiber

model을 이용해 모사 가능한 반면, 전단거동은 실험결과를 활용한 실험식을 이용

해야 한다. I3D 전단스프링은 휨스프링과 동일하게 삼선형으로 정의한다. 그림

2.6은 전단벽의 전단력-전단변형각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전단벽의 전단거동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선 그림 2.6에 나타난 균열강도

(Vcr), 초기강성(K1), 항복강도(Vy), 파괴변형률(γu)등을 정확히 설정해야한다.

이러한 매개변수들은 식(2.1)~식(2.3)과 같이 계산한다.

ASCE/SEI 41-13의 경우 균열강도와 항복강도의 비  는 0.6으로 단일하게

적용하지만, 전단벽에 작용하는 축력비는 균열강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반영

하기 위해 Sozen[12]이 제안한 식을 이용해 균열강도를 계산한다[13]. 초기강성

도는 Moehle[14]이 제안한 식을 사용해 균열변형각을 정의한다. 항복강도의 경

우 전단벽 단면형태에 따라 여러 실험식이 제안되어 왔다. ACI 318-05,

ASCE/SEI 43-05, Wood[15]등 다양한 실험식에 대한 실험체 검증결과 국내에

서 주로 사용하는 전단벽 단면형태의 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실험식은 Wood가

제안한 식으로 판단된다[16]. 항복시점에서의 강성도(K2 ), 파괴시점에서 강성도

(K3)는 Kabeyasawa[17]가 제안한 식을 사용하며, 파괴변형각은 ASCE/SEI

41-13[18]을 참조해 전단스프링의 매개변수들을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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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시점

 ×

 

′

′



 



(2.1)

항복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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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파괴시점

  or

  

(2.3)

여기서, ′ : 콘크리트 압축강도(MPa),  : 웨브 단면적,

 : 전단벽 전체 단면적,  : 축하중,  :콘크리트 탄성계수

 : 형상계수 = 1.2,  : 단부 철근단면적

 : 웨브철근단면적,  : 단부철근 항복강도

 : 웨브철근 항복강도,  : 유효전단 철근비

2.3.4 이력거동

I3D에서는 반복하중에 대한 전단벽 이력거동을 나타내기 위하여 IDARC[19]

프로그램에서 제안한 Three-paramerter model을 이용하였다.

Three-paramerter model은 Fig. 7과 같이 철근콘크리트에서 나타나는 강성도

저하(Stiffness degradation), 강도저하(Strength degradation), 핀칭거동

(Pinching behavior)을 ‘α’, ‘β’, 그리고 ‘γ’ 3개의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이력거동

을 나타내는 이력모델이다[20]. 이러한 이력모델을 앞서 정의한 모멘트-곡률, 전단

력-전단변형각 관계에 직접 적용해 전단벽의 휨 및 전단 이력거동을 모사한다.

(1) 강성도저하(Stiffness degradation)은 초기강성도의 연장선과 제하직선의

연장선이 만나는 점을 항복모멘트의 α배로 나타내어 표현하게 된다.

(2) 강도저하(Strength deterioration)은 매개변수 β를 활용하여 나타낸다. 매

개변수 β는 이력에너지에 대한 최대변위의 증가에 의한 손상증분의 비로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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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rule) (Loop)

(a) Stiffness Degradation (α)

(Model rule) (Loop)

(b) Pinching Behavior (β)

(Model rule) (Loop)

(c) Strength Deterioration (γ)

그림 2.7 3-매개변수 모델

(3) 핀칭거동은 재하선상의 항복모멘트를 γ배하여 최대목표점을 내림으로써 나타

낼 수 있다. 이점(Turning point)에 도달한 후에는 이전에 도달했던 최대점

을 목표로 거동하게 된다.

I3D애서는 정확한 이력거동 모사를 위해 전단벽 특징에 따라 전단벽을 분류하여

분류기준 별로 실험결과와 비교해 이력거동 매개변수를 결정한다.



- 13 -

(a) 상용프로그램 (MVLEM model)

(b) ISAAC - 3D

그림 2.8 해석모델 차이점(M-Φ)

2.4 해석모델 비교

상용프로그램의 경우 MVLEM model을 기반으로 한 해석모델 이외에 다른 해

석모델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무기술자 및 연구자들은 주로 MVLEM model을 기

반으로 한 해석모델을 이용해 비선형 구조해석을 수행 한다. 하지만, 각 프로그램

별 전단벽 모델링 방법, 매개변수 설정법 등 다양한 차이로 인해 해석결과의 차이

가 발생할 수 있다. I3D와 상용프로그램은 다른 해석모델을 이용해 전단벽 거동을

모사하므로 상용프로그램과 I3D 두 해석모델의 차이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이

후 논문에서 다룰 각 프로그램 별 실험체 검증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

므로 본 연구에서는 두 해석모델을 비교, 분석 하였다. 그림 2.8과 표 2.1에 두 해

석모델의 차이점을 도식화 하였다. 두 해석모델 간 차이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

나는 부분은 휨거동 모사에 있으며, 전단거동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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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해석모델 비교

ISAAC-3D 상용프로그램

가변축력
M-Φ 직선보간법 Fiber 요소

V-γ 비 고려 비 고려

포락곡선
M-Φ 휨스프링 Fiber 요소

V-γ 전단스프링 전단스프링

이력거동 매개변수
M-Φ 3-매개변수 모델 σ-ε 이력모델

V-γ 3-매개변수 모델 τ-γ 이력모델

휨 강성도 유연도 선형분포
Gaussian integral

적분점 = 1, 1~20(MIDAS)

2.4.1 포락곡선

그림 2.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휨거동을 상용프로그램은 수직요소(Fiber 요소),

I3D는 휨스프링을 이용해 모사한다. 그림 2.8(a)와 같이 상용프로그램은 휨스프링

대신 전단벽을 구성하는 재료의 응력-변형률인 수직요소를 이용해 휨거동을 모사한

다. 해석이 진행됨에 따라 각 요소들에서 발생하는 축력 및 휨모멘트에 의한 각요

소의 인장 및 압축응력으로 전단벽의 휨-압축거동을 모사하므로 구조해석 과정에서

휨에 관한 포락곡선과 가변축력을 고려한다. 반면, I3D의 경우 그림 2.8(b)와 같

이 구조해석 준비과정에서 전단벽 단면에 대한 별도의 Fiber model해석을 수행해

면내 및 면외 비선형의 모멘트-곡률관계를 유도한 후 비선형의 모멘트-곡률을 삼선

형으로 변환시켜 휨스프링에 관한 포락곡선을 정의한다. 또한, 가변축력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구조해석 과정에서 P-M 곡선의 직선보간법을 이용한다. 즉, I3D는

구조해석과 Fiber model이 분리되어 휨거동을 모멘트-곡률로 정의하는 반면, 상

용프로그램은 구조해석 과정에서 Fiber model 해석을 실행하며, 재료의 응력-변

형률 관계를 통해 휨거동을 나타낸다.

두 해석모델 모두 표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단스프링으로 전단거동을 모사

한다. 그림 2.8과 같이 두 해석모델이 동일하게 전단스프링을 전단벽 중앙에 위치

시키며 매개변수 또한 동일하게 설정하므로, 두 해석모델 간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4.2 이력거동

상용프로그램과 I3D 이력거동 모델은 표 2.1에 나타나 있다. 휨에 관한 이력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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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모사하는데 있어서 상용프로그램과 I3D의 차이점은 이력거동 매개변수룰 적

용하는 부분에 있다. 상용프로그램은 그림 2.8(a)와 같이 콘크리트 및 철근의 응

력-변형률에 이력거동 매개변수를 적용시킴으로써 전단벽의 이력거동을 결정한다.

반면, I3D의 경우 그림 2.8(b)와 같이 Fiber model 해석 후 삼선형으로 변환된

모멘트-곡률 포락곡선에 이력거동 매개변수를 적용시킨다. I3D는 전단벽 단면의

휨 성능(모멘트-곡률), 상용프로그램은 전단벽을 구성하는 재료에 이력거동 매개변

수를 적용한다. 이력거동 매개변수를 재료에 적용할 경우 구속 및 비구속 콘크리

트, 그리고 철근에 관한 매개변수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모든 재료에 관한 매개변

수를 고려하면 이력거동의 섬세한 조절이 가능하지만 각 매개변수를 설정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단면의 휨 성능에 매개변수 적용시킬 경우 모멘트-곡

률에 관한 매개변수만 설정함으로써 원하는 에너지소산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

전단에 관한 이력거동은 두 해석모델 모두 동일하게 전단력-전단변형각에 매개변

수를 적용시키므로 이력거동 모델이 다른 점을 제외하면 이력거동을 모사하는데 있

어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4.3 부재 강성도

표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휨 강성도 계산 시 두 해석모델은 다른 방법을 이용

한다. I3D의 경우 포락곡선, 이력거동 매개변수로 전단벽 상·하부 단면 강성을 각

각 확인해 유연도 선형분포 모델을 이용해 강성행렬을 구성함으로써 부재 길이 방

향으로 변화하는 비선형 거동을 고려해 강성행렬을 구성한다. 반면, 상용프로그램

은 부재 강성행렬 구성과정에서 수치해석적 방법인 Gaussian integral을 이용한

다. Gaussian integral을 이용해 길이 방향으로 비선형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선

적분점 개수를 조절해야 하지만 MIDAS를 제외한 다른 상용프로그램은 적분점 개

수가 1개로 지정되어 있어 부재 내 비선형 변화를 고려한 강성도 계산은 한계가 있

다.

2.4.4 Link element

공동주택 성능기반 내진설계 지침[21]에 따르면 비선형 해석모델에 대한 탄성해

석 결과와 기본설계에서 사용한 탄성 모델의 주기 오차가 10% 이내가 되도록 제

한하고 있다. 즉, 비선형 모델과 탄성 모델 간 구조물 초기강성의 오차를 확인해

비선형 모델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그림 2.8과 같이 두 해석모델

상·하부에 위치한 Link element의 강성은 구조물 전체 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 I3D는 Link element의 강성 조절이 가능해 탄성 모델과의 부재력, 변위 및

주기 오차조절이 가능하다. 반면, 상용프로그램은 Fiber model의 적합조건을 위해

Link element는 강체거동을 하도록 설정되어(Rigid link element) 탄성 모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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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ISAAC-3D 부재력 이완

의 오차조절이 불가능하다. P3D의 경우 Imbedded beam 강성을 조절해 탄성 모

델과의 오차를 조절하지만 Link element와 Imbedded beam은 전혀 다른 요소

이며, ETABS와 MIDAS의 경우 Imbedded beam을 모델링할 필요가 없다.

2.4.5 부재력 이완 및 재분배

I3D 해석모델은 구조해석 과정에서 상·하부 휨 및 전단 스프링의 비선형 거동를

독립적으로 추적하여 파괴가 발생하면 해당부분의 내력을 이완시킨다. 이완과정에

서 I3D는 그림 2.9와 같이 파괴모멘트(Mu)를 이완하중으로 인접 부재들에 재분

배 시켜 인접 부재의 비선형 구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I3D는 상·하부의 면내

및 면외 방향 모두 비탄성을 추적해 면내 혹은 면외 중 한 방향이라도 이완하게 되

면 면내 및 면외 방향 모두 이완시켜 부재력을 재분배 시킨다.

반면, 상용프로그램은 I3D와 달리 휨스프링이 아닌 수직요소로 휨거동을 모사하

므로 상·하부 독립적으로 비선형 진행정도를 추적하지 않으며, 구조해석 과정에서

수직요소를 이용해 전단벽의 모멘트-곡률을 추적하므로, 파괴모멘트가 발생하면 해

당 부재력 이완된 부재력을 나타내지만 I3D와 같은 부재력 재분배 과정은 거치지

않는다. 즉, 성능 감소로 인접부재에 할당되는 부재력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I3D에 비해 그 영향이 적다. 이와 같은 부재 이완 시 힌지 발생과 부재력 재분배

유무의 차이는 비선형 구조해석 시 구조물의 파괴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는 소성

힌지 발생순서 및 위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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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lexural failure (b) Shear failure

(c) Sliding failure (d) Rotation of foundation

그림 3.1 전단벽 파괴모드

제 3 장 실험체 검증

3.1 전단벽 파괴모드

전단벽의 파괴모드는 일반적으로 종횡비(Aspect ratio)로 구분해 정의할 수 있

다. 종횡비가 3.0을 초과하는 세장한 벽체(Slender wall)는 휨 지배, 1.5 미만인

낮은 벽체(Short or Squat wall)는 전단지배 거동을 보이며, 종횡비가 1.5와

3.0사이일 경우 전단벽 거동은 휨과 전단 모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

다[18]. 휨 및 전단 이외에도 전단벽의 파괴모드는 그림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양한 파괴모드를 가진다.

그림 3.1(a)는 횡력으로 발생하는 하부모멘트에 의해 전단벽 인장 측 하부콘크

리트 및 철근의 인장력으로 인한 연속적인 파괴가 발생하면서 휨파괴 형태를 보인

다. 그림 3.1(b)는 전단파괴모드로 수평철근이 부족할 경우 사인장 균열이 발생하

여 전단파괴형태를 보인다. 또한 전단벽에 충분한 수평철근이 배근되어 있는 경우

에도 압축스트럿에서 압축응력이 증가되어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초과할 시 대각압

축파괴로 인한 전단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3.1(c)는 전단파괴가 발생하지 않

는 경우 종횡비가 낮은 벽체에서 발생하는 미끄러짐 전단파괴를 나타낸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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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콘크리트 모델(Mander’s 모델) (b) 철근 모델

(c) Fiber 결과

그림 3.2. Fiber 결과 비교

림 3.1(d)는 다층 전단벽 구조물에서 반복하중 시 기초가 들리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22,23].

비선형 구조해석 시 이러한 파괴모드를 모두 고려해 해석할 경우 정확한 전단벽

거동 모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 사용하는 해석모델은 그림 3.1(c)의 미

끄럼 파괴와 그림 3.1(d)의 기초회전에 의한 파괴모드는 고려하지 못하므로, 그림

3.1(a)와 그림 3.1(b)에 나타난 휨과 전단파괴만을 고려해 실험체 검증을 수행하

였다.

3.2 매개변수 설정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일한 해석모델을 사용하더라도 각 프로그램 별 매개

변수 설정 및 모델링 방법에 차이가 있다. 비선형 구조해석 시 이러한 차이는 결과

에 영향을 미치므로 실험체 검증 시 사용한 각 프로그램 별 매개변수 설정 및 모델

링 방법에 대해 확인하였다.

휨 및 전단 파괴모드를 동시에 추적하기 위해 I3D, 상용프로그램 모두 휨, 전단

스프링을 비선형으로 설정하였다. 휨스프링은 Fiber model, 전단스프링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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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식(2.3)을 이용해 매개변수를 설정하였다. Fiber model을 구성하는 콘크

리트 및 철근의 응력-변형률 관계는 그림 3.2와 같다. 콘크리트의 구속 및 비구속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그림 3.2(a)에 나타난 Mander’s model을 이용하며, 철근

의 경우 완전소성과 변형경화까지 고려하도록 그림 3.2(b)와 같은 모델을 사용하

였다. P3D의 경우 타 상용프로그램과 비교해 철근 매개변수 입력방법의 차이로

그림 3.2(b)와 같이 기존 철근모델과 다른 Backbone curve로 설정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한 Fiber model 결과는 그림 3.2(c)에 나타내었다. 실험결과의 파괴모

멘트와 비교 시 기존 철근모델을 사용할 경우 파괴모멘트 이전 항복점에 도달한 후

파괴모멘트에 점근해간다. 반면, P3D 철근모델을 이용할 경우 파괴모멘트 이후

항복점에 도달해 모멘트가 줄어들면서 파괴모멘트에 점근해간다. 타 상용프로그램

인 ETABS와 MIDAS는 기존 철근모델과 동일한 Backbone curve로 설정가능하

다.

철근모델의 입력방법 차이 이외에도 해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프로그램

설정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험체 검증 시 현재 국내 비선형 구조해석에 가

장 많이 사용되는 P3D을 기준으로 타 상용프로그램의 전단벽 모델링 및 매개변수

를 설정하였다. Fiber model 작성 시 Fiber 개수 및 위치, 면외 탄성거동, 적분

점 개수 등 P3D의 Shear wall요소와 최대한 동일한 해석모델이 되도록 타 상용

프로그램을 설정해 실험체 검증을 진행하였다.

3.3 실험체 개요

I3D와 상용프로그램 전단벽 해석모델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전단벽

에 대한 실험체 검증을 실시하였다. 전단벽은 크게 단일벽체(Rectangular,

Barbell type)와 이형벽체(Flanged wall type)로 분류할 수 있다. 단일벽체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직사각형 형상의 전단벽과 직사각형 형상에 경계기둥 요

소를 갖는 바벨형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형벽체는 단일벽체들의 조합벽체로

H, C, T, L 등의 형상을 가지는 전단벽으로 분류할 수 있다.

3.3.1 단일벽체(Rectangular, Barbell type)

전단벽의 파괴모드를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종횡비를 가지는 실험체들을 선정하

였으며, 검증작업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실[24-30]에서 진행한 실

험체를 이용해 검증작업을 실시하였다. 검증 시 사용한 단일벽체 실험체는 표 3.1

과 같이 정리하였다. 실험체 분류 시 건축구조설계기준(KBC 2016)[31]에 따라

특수경계요소 유무로 보통 및 특수전단벽으로 실험체를 분류하였으며, 철근의 배근

형태에 따라 등간격 배근, 단부집중배근으로 실험체를 분류하였다.

선정된 실험체들의 각 실험 논문을 참조한 전단벽 실험결과 파괴모드는 종횡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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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전단벽 실험체 요약 - Rectangular & Barbell type

실험체 벽 종류
철근

배근형태
단면 형태 참고논문 치수* 종횡비 축력비**

B3

특수전단벽 단부집중배근

Barbell

P.C.A

[24]

101.6×1905 2.35 0

B5 101.6×1905 2.35 0

B6 P.C.A

[25]

101.6×1905 2.35 14.3

B10 101.6×1905 2.35 8.66

S4

Rectangu

lar

Michigan

[26]

101.6×1016 1.0 0

S9 101.6×1016 1.3 0

R2
P.C.A

[24]
101.6×1905 2.35 0

CI-1
P.C.A

[27]
101.6×1905 2.88 0

B1

보통전단벽

단부집중배근

Barbell P.C.A

[24]

101.6×1905 2.35 0

B2 101.6×1905 2.35 0

R1

Rectangu

lar

101.6×1905 2.35 0

RW2
Clarkson

[28]
101.6×1219 3.0 7.45

M1

등간격배근

IMAC

[29]

100×1000 0.61 2.55

M3 100×900 0.68 10.0

M4 100×900 0.68 4.84

Wall7 Ottawa

[30]

100×2000 0.75 0

Wall8 100×1500 1.0 0

치수*: Web thickness x Length(mm)

축력비** : P / fck·Ag (%)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다. 종횡비가 1.5 미만인 실험체들은 대부분 전단파괴를 보

이며, 종횡비가 2.8 이상인 실험체들은 휨파괴를 보인다. 나머지 종횡비가 1.5와

2.8 사이인 실험체들은 철근배근형태, 축력비등에 따라 전단영향의 비율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실험체들이 큰 대각균열이 발생하면서 파괴되는 것으로 보아 파괴

시 전단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험결과 경계기둥 요소의 유무, 구속

효과는 벽체의 연성도 및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동일한 단면 및

철근배근형태라도 적정한 축력비를 가지는 경우 연성도 및 강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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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전단벽 실험체 요약 – Flanged wall type

단면 형태 실험체 참고논문
종횡비

가력각도 축력비*
Web Flange

H
F2

Portland Cement

Asso.[33]
2.4 5.0 0 6.7

DP1 Vecchio[34] 0.7 0.6 0 7.3

C

TUA R.

Constantin[35]

2.6 2.8 90 2.2

TUB 2.6 2.8 90 4.6

TUC
K. Beyer[36]

2.3 2.8 -45 6.0

TUD 2.3 2.8 -45 15.0

T

TC
Hanyang

univ.[37]
1.5 1.9 0 6.1

TW-2 Clarkson[38] 3 3 0 7.7

T500-2

Kunming[28]

2.8 2.8 0 36

T650-2 2.2 2.2 0 24

T800-1 1.8 1.8 0 25

T800-2 1.8 1.8 0 12

L

L-1
Tsukuba[39]

2.9 2.9 45 20

L-2 2.9 2.9 45 20

L00A

Kyoto[40]

1.8 1.8 0 21

L45A 1.8 1.8 45 18

L45B 1.3 1.8 45 18

축력비* : P / fck·Ag x 100(%)

3.3.2 이형벽체(Flanged wall type)

현재 국내공동주택 평면상 나타나는 대부분의 벽체들은 단일벽체라기 보다는 다

양한 형태로 구성된 이형벽체라고 할 수 있다[32].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도 대부분

의 횡력은 중앙 RC코어벽체가 부담하는데, 이러한 코어벽체는 연결보와 H, C, T,

L형상의 벽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내공동주택은 H, C, T, L형상 이외

에도 다양한 형상을 가지는 벽체를 이용해 평면이 구성되지만 현재 이형벽체에 대

한 실험은 주로 H, C, T, L형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므로 이형벽체에 대한 검증

시 H, C, T, L형상만을 이용하였다. 검증 시 사용한 이형벽체 실험체는 표 3.2에

정리하였다. 이형벽체는 단일벽체와 달리 단면형상에 따라 다양한 가력각도로 실험

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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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실험체 검증

I3D와 상용프로그램의 전단벽 해석모델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실험결과에 대한 실험체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포락곡선과 이

력거동을 분리해 검증결과를 정리하였다. 포락곡선은 전단벽의 성능을 나타내는 곡

선인 반면, 이력거동은 제하(Unloading), 재재하(Reloading)시 전단벽의 거동특

성에 따라 강성도와 강도 감소 및 핀칭(Pinching)현상 등을 모사하는 곡선이다.

비선형 구조해석 시 설정하는 휨(Fiber model)과 전단(실험식)에 대한 매개변수

는 주로 전단벽의 성능 즉, 포락곡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이력거동 매개

변수는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3D는 모멘트-곡률, 상용프로그램은 재료모델

(Fiber 요소)에 적용되어 전단벽의 초기강성, 최대강도, 변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이력거동은 포락곡선 내에서 설정된 이력거동 매개변수에 의해 에너지

소산을 모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푸쉬오버 해석을 통한 실험체와의 포락곡선

비교로 각 프로그램이 모사하는 전단벽의 강도, 강성도 및 연성도를 확인해 전단벽

해석모델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반복가력 해석(Cyclic analysis)을 통한

이력거동 비교는 전단벽 거동특성을 고려한 이력거동 매개변수를 결정하는데 사용

된다.

3.4.1 포락곡선

포락곡선 비교 시 단일벽체는 종횡비를 기준으로, 이형벽체는 벽체형상을 기준으

로 결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표 실험체에 대한 단일벽체와 이형벽체의 실험 및 해

석결과 하중-변위각 관계는 그림 3.3과 그림 3.4에 나타내었으며, 실험체 분류에

따른 최대하중과 변위각에 대한 평균오차와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는 표 3.3과 표 3.4에 정리하였다. 이형벽체는 단일벽체와 달리 정/부 방향 가력

에 따른 결과가 다르므로 정/부를 나누어 정리하였다.

3.4.1.1 ISAAC-3D

I3D 전단벽 해석모델을 이용한 실험체 검증결과 단일벽체의 경우 종횡비에 상관

없이 대부분 실험체의 강도, 변위 및 강성도와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과 같이 종횡비가 2.8 이상일 경우 강도와 변위는 약 10% 오차, 1.5 이상

2.8 미만인 경우 강도 11%, 변위는 6% 오차, 종횡비가 1.5미만인 경우 강도

8%, 변위는 11% 오차를 보이며 종합적으로는 강도는 4%, 변위는 6%의 오차를

보인다. 또한 그림 3.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초기강성 및 항복점도 실험결과와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이형벽체는 모든 벽체형상에 대한 거동을 모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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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spect ratio > 2.8

(b) 1.5 < Aspect ratio < 2.8

(c) Aspect ratio < 1.5

그림 3.3 포락곡선 비교 – Rectangular & Barbell type

다. 표 3.4와 같이 H형 전단벽의 경우 강도(정/부) 16/11%, 변위(정/부)

22/22%의 오차, C형은 강도 2/7%, 변위는 22/29% 오차를 보이며 T, L형의

경우 이보다 큰 강도 및 변위오차와 변동계수를 보인다. 그림 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T, L형은 H, C형에 비해 초기강성 또한 실험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다. 즉,

단일벽체와 비교해 H, C형 전단벽의 오차는 다소 크지만 정/부 가력 시 Fig. 4의

포락곡선과 오차 및 변동계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I3D 해석모델은 H, C형 전

단벽 묘사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T, L형 전단벽 모사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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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 Type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 강도 및 변위비 – Rectangular & Barbell type

ISAAC-3D Perform-3D ETABS MIDAS

Mean COV Mean COV Mean COV Mean COV

종횡비

> 2.8

강도비

*
0.91 0.08 1.13 0.002 1.05 0.01 0.98 0.13

변위비

**
1.11 0.002 2.05 0.02 2.62 0.29 2.23 0.001

1.5 <

종횡비<

2.8

강도비 0.89 0.13 0.98 0.18 0.95 0.15 0.91 0.15

변위비 1.06 0.30 0.81 0.45 1.21 0.55 1.58 0.31

종횡비

< 1.5

강도비 0.92 0.16 1.17 0.27 1.23 0.30 1.14 0.22

변위비 0.89 0.14 1.11 0.48 1.25 0.49 6.98 0.88

총 평균
강도비 0.96 0.13 1.13 0.20 1.13 0.23 1.06 0.18

변위비 1.06 0.25 1.12 0.48 1.46 0.51 3.97 1.15

강도비* : Analytical lateral load / Experimental lateral load

변위각비** : Analytical roof drift / Experimental roof dr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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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Type

(c) T Type

(d) L Type

그림 3.4 포락곡선 비교 – Flanged wall type

3.4.1.2 상용프로그램

상용프로그램 실험체 검증결과 P3D을 제외한 ETABS, MIDAS는 해석상 발생

하는 오류로 인해 검증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떨어진다. 표 3.3, 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ETABS와 MIDAS 오차 및 변동계수는 상당히 큰 값을 보인다.

ETABS는 주로 이형벽체에서 오차가 증폭되며, MIDAS는 단일벽체, 이형벽체 모

두에서 변위오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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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강도 및 변위비 – Flanged wall type

ISAAC-3D Perform-3D ETABS MIDAS

Mean COV Mean COV Mean COV Mean COV

H

Type

+

강도비

*
0.84 0.02 0.77 0.12 2.35 0.11 0.79 0.09

변위비

**
1.22 0.01 1.10 0.37 0.20 0.55 8.72 1.10

-
강도비 0.89 0.07 0.82 0.16 2.50 0.13 0.83 0.14

변위비 1.22 0.10 1.12 0.46 0.20 0.43 8.26 1.06

C

Type

+
강도비 1.07 0.08 1.24 0.40 0.88 0.19 0.63 1.17

변위비 0.78 0.14 0.81 0.36 0.85 1.03 2.11 1.19

-
강도비 1.02 0.11 1.18 0.42 0.82 0.23 0.60 1.18

변위비 0.71 0.24 1.26 0.50 1.60 0.63 2.09 1.19

T

Type

+
강도비 1.37 0.38 1.10 0.32 0.65 0.81 1.13 0.33

변위비 0.58 0.73 0.64 1.37 1.21 1.18 3.53 0.36

-
강도비 0.99 0.15 0.88 0.20 1.97 1.12 0.82 0.09

변위비 0.80 0.46 0.51 0.34 2.56 1.83 6.54 0.62

L

Tpye

+
강도비 1.35 0.27 1.40 0.27 0.99 0.38 1.27 0.30

변위비 0.62 0.18 0.45 0.18 0.26 0.49 3.22 0.76

-
강도비 2.02 0.28 2.22 0.34 1.81 0.28 1.94 0.34

변위비 0.80 0.32 0.68 0.33 0.31 0.36 3.84 0.67

강도비* : Analytical lateral load / Experimental load

변위비** : Analytical roof drift / Experimental roof drift

그 원인으로 우선 ETABS는 전단거동을 비선형으로 설정할 경우 벽체에 수직하

중이 작용 시 전단강성이 무한강성을 가지면서 발산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3.4

와 같이 ETABS 결과 그래프는 타 프로그램과 달리 발산하거나 TC 실험체와 같

이 곧바로 이완하게 된다. 그럼에도 단일벽체 검증결과 P3D과 유사한 오차를 보인

다. 그 이유는 종횡비가 2.8 이상일 경우 휨 파괴가 발생하며, 종횡비가 1.5 이상

2.8 미만과 1.5미만인 경우 일부 실험체만 수직하중이 작용해 평균오차에 영향을

적게 미쳐 오차는 유사하지만 큰 변동계수를 보인다.

MIDAS의 경우 해석과정에서 휨 혹은 전단에서 이완을 할 경우 오류가 발생한

다. 푸쉬오버를 이용한 실험체 검증 시 모든 프로그램은 목표변위를 설정한다. 구

조해석 과정에서 목표변위에 도달하게 되면 해석이 완료되지만, 목표변위에 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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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전에 휨 혹은 전단의 이완으로 벽체가 한계상태에 도달할 경우 강성이 매우

약해져 큰 변위가 발생한다. 즉, 휨 혹은 전단에서 이완이 발생하면 목표변위를 넘

어서게 되므로 해석이 종료되어야 한다. 하지만, MIDAS는 휨이나 전단에서 이완

이 발생하더라도 하중-변위 곡선에서 이러한 이완이 적용되지 않고 내력이 계속 유

지되면서 목표변위까지 해석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정확한 전단벽의 연성을 모사하

지 못하고 그림 3.3, 3.4와 같이 설정한 푸쉬오버 해석 시 설정한 목표변위가 결

국 전단벽의 연성을 결정하게 되어 해석결과 연성을 과대평가 하게 된다.

P3D은 비선형 구조해석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검증결과

단일벽체는 종횡비가 2.8 이상일 경우 변위오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며 나머지

경우에는 I3D보다는 다소 큰 오차를 보이지만, 단일벽체 거동묘사에는 큰 어려움

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형벽체 H형 전단벽은 강도 23/18%, 변위 10/12%

오차, C형은 강도 24/18%, 변위 19/26% 오차를 보인다. H, C형의 평균오차만

보자면 I3D와 유사한 오차를 보이지만 변동계수와 Fig. 4의 포락곡선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C형 전단벽에 대해선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H형 전단벽 거

동 모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T, L형 전단벽은 I3D와 동일하게

신뢰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일벽체 검증결과 I3D와 P3D 해석모델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형벽체의 T, L형 전단벽은 두 해석모델 모두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

인다. 그 이유는 이형성에 있다고 판단된다. H, C형 실험결과를 보면 정/부 가력

에 따른 결과가 유사한 반면, T, L형의 경우 정/부 가력 시 강도, 변위 및 초기강

성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즉, T, L형 전단벽은 H, C형에 비해 이형성이 크

다고 볼 수 있다. T형 전단벽의 경우 플랜지가 압축을 받을 경우 중립축이 압축측

플랜지 연단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인장단에서 큰 인장변형이 발생해 전체적인 연성

이 감소한다. 반대로 플랜지가 인장을 받을 경우 벽체 강성이 증가하고, 중립축은

벽체 중앙 부분에 위치해 변위가 감소한다[41]. L형 전단벽은 대체로 45도 가력

각도로 실험을 진행해 이형성에 의한 효과가 증대된다. 즉, 현재 두 해석모델 모두

이형성이 심한 전단벽 거동 모사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3.4.2 이력거동

이력거동 검증 시 사용한 상용프로그램은 비선형 구조해석 시 오류가 발생하는

ETABS와 MIDAS를 제외하고 P3D만을 이용하였다.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휨에 관한 이력거동을 나타낼 때 I3D는 모멘트-곡률 관계에 직접 3-매개변수 해석

모델을 적용하는 반면, P3D은 각 재료의 응력-변형률 관계에 이력거동 매개변수를

적용해 이력거동을 모사한다. 전단에 관해선 I3D와 P3D 모두 전단력-전단변형각

관계에 매개변수를 적용한다. P3D의 이력거동 매개변수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반

복가력 해석이 진행됨에 따라 강성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림 3.5와 같이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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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Perform-3D 이력거동 매개변수 영향

지 소산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그림 3.5의 CASE-1은 이력거동 매개변수를 적용

했을 경우, CASE-2는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이력거동을 나타낸다. 즉, 전단벽 거

동특성에 맞는 정확한 에너지소산을 묘사하기 위해선 시행-착오(Trial and

Error)의 과정을 통한 매개변수를 설정해 해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I3D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일벽체는 종횡비를 기준으로, 이형벽

체는 벽체형상을 기준으로 3-매개변수 모델의 휨 및 전단 매개변수를 설정해 이력

거동 검증을 실시하였다. 반면, P3D은 시행-착오의 과정 없이 콘크리트 및 철근의

이력거동 매개변수를 설정해 검증을 진행하였다. 콘크리트는 실무기술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값인 Y:0.5, U:0.2, L:0.1, R:0.05, X:0.01을 사용하였으며 철근은

황경란[42]의 논문을 참고해 사용하였으며,전단에 관한 매개변수는 따로 입력하지

않았다.

이력거동 검증결과는 그림 3.6에 나타내었다. I3D는 전단벽 거동특성에 따른 세

분화된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강성감소, 핀칭현상 및 에너지소산을 잘 모사하였다.

반면, P3D은 세분화된 매개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실험체에 동일한 매개변수

를 사용해 실험체 거동특성에 따른 이력거동을 완벽히 모사하지는 못한다. 특히 전

단파괴가 일어나는 M3 실험체의 경우 전단에 관한 매개변수를 입력하지 않아 에너

지소산을 전혀 모사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4장에서 언급했듯이 휨,

전단 매개변수 설정에 따라 포락곡선 상에서 강도, 변위 및 강성도가 실험결과와

잘 부합한다면 P3D도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한 세분화된 매개변수를 이용해 실험

체 이력거동을 잘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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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spect ratio > 2.8 (b) 1.5 < Aspect ratio < 2.8

(c) Aspect ratio < 1.5

---------------------------- Rectangular & Barbell type ------------------------

(c) H Type (d) C Type

(e) T Type (f) L Type

------------------------------- Flanged wall type --------------------------------

그림 3.6 이력거동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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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구조물에서 구조부재로 사용되는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비

선형 구조해석모델에 대한 고찰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실무기술자 및 연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상용프로그램(Perform-3D, ETABS, MIDAS)과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 ISAAC-3D 전단벽 해석모델에 대한 설명과 비교, 분석을 실시 한 후 해석

모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단벽 형태(단일벽체, 이형벽체)에 대

한 실험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I3D와 상용프로그램 모두 전단벽 해석모델로 거시적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I3D 해석모델은 수평(Link element), 수직(Line element)요소로 구성되어 있

으며, 상용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별 다양한 해석모델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무기술자

및 연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해석모델은 MVLEM model을 기반으로 한 해석모

델이다.

(2) 상용프로그램 해석모델은 MVLEM model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각

프로그램 별 모델링 방법과 매개변수 설정 등 차이점이 존재한다. 차이점으로

Imbedded beam 필요유무, Fiber 개수 제한, 적분점 개수 등이 있다.

(3) I3D와 상용프로그램 해석모델의 차이점은 주로 휨거동모사에 있다. 휨거동

모사 시 두 해석모델 모두 Fiber model을 이용하지만 I3D는 구조해석 준비과정

에서 Fiber model해석 결과인 모멘트-곡률관계를 삼선형으로 변환 후 휨스프링에

적용하며 구조해석 과정에서 직선보간법을 이용해 가변축력을 고려한다. 반면, 상

용프로그램은 전단벽을 구성하는 재료인 수직요소(Fiber 요소)의 응력-변형률관계

를 이용해 구조해석 과정에서 전단벽의 휨-압축 동을 모사한다.

(4) 이력거동 매개변수를 적용하는 부분에도 차이점이 있다. I3D는 Fiber

model 결과인 모멘트-곡률관계에 매개변수를 적용하는 반면, 상용프로그램은 재료

의 응력-변형률관계에 매개변수를 적용해 에너지소산을 모사한다. 이외에도 부재

강성도 계산방법, Link element 강성, 부재력 이완에 따른 부재력 재분배등 두

해석모델 간 여러 차이점이 존재한다.

(5) 전단벽 거동특성에 따른 해석모델 신뢰도 확인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단일벽

체와 이형벽체를 이용해 실험체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검증에 사용한 ETABS와

MIDAS의 경우 비선형 구조해석 시 발생하는 오류로 인해 검증결과에 대한 신뢰

도는 매우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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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일벽체 검증결과 I3D 해석모델은 종횡비에 상관없이 실험결과와 대체로

잘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P3D은 대체로 I3D에 비해 다소 큰 오차를 보이지만

단일벽체 모사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7) 이형벽체 검증결과 I3D는 H, C형 전단벽, P3D은 H형 전단벽에 대한 거동

을 적절히 예측하였다. 반면, 큰 이형성을 가지는 T, L형 전단벽 해석결과는 두 해

석모델 모두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이력거동 검증 시 I3D는 전단벽 거동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이력거동 매개변

수를 사용해 실험결과와 잘 부합하였다. 반면, P3D은 모든 실험체에 동일한 매개

변수를 적용해 I3D에 비해 이력거동을 정확히 모사하지는 못하지만 거동특성을 고

려한 세분화된 매개변수 설정 시 보다 정확한 이력거동 모사가 가능 할 것으로 판

단된다.

(9) 비선형 구조해석은 매개변수 설정, 모델링 방법, 해석 종료 설정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해석결과가 달라진다. 이러한 설정은 변위, 강도 오차에 영향을 미치

므로 해석모델과 각 프로그램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조해석을 진

행해야 신뢰도 있는 결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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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nlinear Analytical Model for Reinforced Concrete Shear Wall

and Verification with Experimental Results

Kim, Dong-Min

Advised by Professor Kang, Suk-Bong

Department of Architecture

Master Course in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Reinforced concrete shear walls are used as structural members in various 

structures due to their excellent ability to resist lateral forces such as seismic and 

wind loads. However, according to the earthquake damage investigation, many cases 

of damage to shear walls are reported even in earthquake-resistant structures. It is 

time for accurate seismic resistance assessment of the shear wall as the bearing 

wall system of apartment houses, which is being built a lot in Korea, is resistant to 

most lateral forces. For accurate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the reliability of 

the analytical model should be verified based on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analytical model used in nonlinear analysis. Therefore, in this study, nonlinear 

analysis models for shear walls were considered and the analysis models were 

verified through the verification of the subject.

The analysis model of ISAAC-3D (Inelastic Seismic Advanced Analysis 

Computer-software), a nonlinear structural analysis program developed by this 

laboratory, was described, compared, and analyzed by current working-level 

engineers and researchers. All of the shearing wall analysis models of commercial 

programs, which are mainly used by working-level engineers and researchers, are 

analytical models based on MVLEM models, but there are various differences that 

can affect analysis results such as setting parameters and modeling methods for 

each program. The most striking difference between commercial programs and 

ISAAC-3D analytical models is in simulating bending behavior. Both analytical 

models use fiber models when simulating bending behavior, but ISAAC-3D converts 

the moment-to-grain relationship, which is the result of the fiber model, into 

three-line shapes during the preparation of the structural analysis and applies it to 

the bending springs, taking into account variable axial forces using straight-line 

interpolation during the structural analysis process. On the other hand, the 

commercial program simulates the flexural-compression copper of the shear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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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structural analysis process by using the stress-strain relationship of the 

vertical element, the material that makes up the shear wall. These differences were 

equally applied to hysteresis simulations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the two 

analytical models.

Various shear wall test results were used to increase reliability of the verification 

results when verifying the subject. A total of 34 subjects were verified by 

classifying them into Rectangular &Barbell types and Flanged wall types.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I3D confirmed that the single wall mimics the maximum 

strength and maximum displacement of all the subjects regardless of aspect ratio, 

but only H type and C type can be imitated for the heteromorphic wall. For ETABS 

and MIDAS, the reliability of the analysis results is judged to be very low due to 

errors in non-linear analysis, and for Perform-3D, it is judged that the 

single-walled motion simulations are not difficult regardless of aspect ratio, but 

only H type is possible for biplane w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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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해석모델 파괴 시 비탄성 진행정도

A-1. 단일벽체 포락곡선 검증 – ISAAC-3D

구조해석 방법

ISAAC-3D를 이용한 실험체 검증 시 비탄성 휨스프링의 포락곡선은 콘크리트 재료성질 및 구속효과를 고려하는 Fiber Model

을 이용하여 확인하였으며 Overshoot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삼선형으로 변환하여 구조해석에 적용하였다. 전단력-전단변

형 포락곡선을 위하여 ASCE43-05와 Wood가 제안한 V-γ 관계식을 적용했으나 Aspect Ratio<2인 전단벽에 유효한 식이므로

Aspect Ratio>2인 경우 Moehle, ASCE43-05에 제안하는바와 같이 ACI318-21식을 추가해 구조해석을 진행하였다. 각 전단강도

식을 적용한 전단벽 파괴 시 M-Φ, V-γ 진행정도는 그림 1.과 같이 M-Φ, V-γ 포락곡선에 해석 시 사용된 전단 강도식에 맞

게 3개의 도형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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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

( tw×L)

단부요소

( B×D )

Aspect

Ratio

H/L

축력비(

%)

′

′   

단위 × × - - MPa MPa MPa MPa

B3
101.6×190

5
304.8×304.8 2.35 0 47.3 478.5 437.8 478.5

B4
101.6×190

5
304.8×304.8 2.35 0 45.0 478.5 437.8 478.5

B5
101.6×190

5
304.8×304.8 2.35 0 45.3 478.5 444.0 478.5

(1) 실험체 – B3, B4, B5

a) 참고문헌

Oesterle, R. G., Aristizabal-Ochoa, J. D., Fiorato, A. E., Russell, H. G., and Corley, W. G., "Earthquake Resistant Structural

Walls - Tests of Isolated Walls – PHASE 1", Report to NSF, PCA, Nov. 1979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B3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flexural crack (cycle 4)

● 중간 파괴형태 : several horizontal crack

(cycle 25)

● 최종 파괴형태 : vertical bar fracture (cycle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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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파괴형태 : B3실험체와 유사

● 특징 : B3실험체와 동일단면, but Monotonic

Load

B5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파괴형태 : B2실험체과 파괴형태 유사, B2, B5

실험체가 동일한 지붕층 변위 발생시 B5실험체에

가한 하중은 B2실험체에 비해 상당히 높다.

● 특정 : B2실험체와 동일단면, Boundary

Column의 confinement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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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

( tw×L)

단부요소

( B×D )

Aspect

Ratio

H/L

축력비(

%)

′

′   

단위 × × - - MPa MPa MPa MPa

B6
101.6×190

5
304.8×304.8 2.35 0.13 21.8 511.6 440.6 511.6

B7
101.6×190

5
304.8×304.8 2.35 0.078 49.3 489.5 457.8 489.5

B8
101.6×190

5
304.8×304.8 2.35 0.09 41.9 453.7 457.8 453.7

B10
101.6×190

5
304.8×304.8 2.35 0.08 45.6 475.0 437.8 475.0

(2) 실험체 – B6, B7, B8, B10

a) 참고문헌

Oesterle, R. G., Aristizabal-Ochoa, J. D., Fiorato, A. E., Russell, H. G., and Corley, W. G., "Earthquake Resistant Structural

Walls - Tests of Isolated Walls – PHASE II", Report to NSF, PCA, Nov. 1979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B6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파괴형태 : Diagonal cracks directed toward

the outer compression face at the base of the

wall at an angle of approximately 39° from

vertical

● 최종 파괴형태 : Several compression strut

crush (cycle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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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파괴형태 : Diagonal cracks directed toward

the outer compression face at the base of the

wall at an angle of approximately 40° from

vertical (B6 실험체와 비슷)

● 최종 파괴형태 : Several compression strut

crush (cycle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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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파괴형태 : Diagonal cracks directed toward

the outer compression face at the base of the

wall at an angle of approximately 40° from

vertical (B7 실험체와 비슷)

● 최종 파괴형태 : Several compression strut

crush (cycle 31)

B10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Crushing in the concrete

cover of the outer face of the compression

column

● 파괴형태 : Complete diagonal compression

strut system formed

● 최종 파괴형태 : Compression boundary

element crushed completely and all bars

buckled

● 특징 : 시공상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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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

( tw×L)

단부요소

( B×D )

Aspect

Ratio

H/L

축력비(

%)

′

′   

단위 × × - - MPa MPa MPa MPa

S4
101.6×101

6
101.6×113.7 1 0 46.2 633.0 444.0 633.0

S9
101.6×101

6
101.6×116.8 1 0 42.7 622.0 477.8 622.0

(3) 실험체 – S4, S9

a) 참고문헌

Adamantia Athanasopoulou, “Shear strength and drift capacity of reinforced concret and

high-performance fiber reinforced concrete low-rise walls subjected to displacement reversals”, Ph.D.. Thesis,

University of Mishigan, 2010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S4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Minor flexural crack (1

cycle)

● 중간 파괴형태 : Appreciable shear-related

damange on the lower part of the wall was

evident (1.3% drift cycle)

● 최종 파괴형태 : Extensive cover spalling was

observed at the wall boundary regions, but no

indication of buckling of the main longitudinal

reinforcement was observed. (2.4% drift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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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9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Minor flexural crack (1

cycle)

● 중간 파괴형태 : Several flexural cracks

formed and intersecting flexural-shear and

diagonal cracks extended towards the wall

compression zone (drift 0.7%)

● 최종 파괴형태 : Severe damage concentration

at the compression edge in the lower part of

the wall.

Several fractured vertical web bar and a

severely damaged wall web. (drift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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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

( tw×L)

단부요소

( B×D )

Aspect

Ratio

H/L

축력비(

%)

′

′   

단위 × × - - MPa MPa MPa MPa

PW1
152.4×304

8
152.4×508 0.4 0 36.1 522.0 579.2 522.0

(4) 실험체 – PW1

a) 참고문헌

Anna. C. Birely, “Seismic Performance of Slender Reinforced Concrete Structural Walls”, Ph.D.. Thesis,

University of Washington, 2012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PW1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Horizontal and diagonal crack

(0.1% drift)

● 중간 파괴형태 : Tensile and compressive

yield of extreme vertical bars and cover

spalling (0.75% drift)

● 최종 파괴형태 : Crushing of the confined

core of the boundary element and bar fracture

(1.5% drift)

d) 실험체 해석 시 특이사항

본 실험체는 고층구조물 축소모델의 하층부위만 실험한 것으로 상층부의 전도모멘트를 모사하기 위해 추가적인

모멘트를 가력해 휨 파괴를 유도하는 실험체이다. ISAAC 해석 시 이를 고려한 모멘트 값을 Step마다 최상층에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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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

( tw×L)

단부요소

( B×D )

Aspect

Ratio

H/L

축력비(

%)

′

′   

단위 × × - - MPa MPa MPa MPa

SW-S 200×1200 200×305 1.17 8.67 31.5 567.4 567.4 567.4

SW-SS 200×1200 200×305 1.17 8.67 31.5 567.4 567.4 567.4

2) 준특수전단벽

(2) 실험체 – SW-S, SW-SS

a) 참고문헌

천영수, 김상연, 이완철. “구조시스템 높이제한 규정 완화를 위한 준특수전단벽 상세 개발”, LH 토지주택연

구원, 2011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SW-S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횡보간근 간격과 동일한 간격

으로 균열 형성 (40t*m)

● 중간 파괴형태 : 초기 휨균열이 비보강 영역에

서 전단균열로 진행되기 시작(부재각 1/200)

● 최종 파괴형태 : 압축측 단부의 세로균열 발생,

압축측 피복 콘크리트 탈락, 철근 좌굴은 발생하

지 않음(부재각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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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SS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횡보간근 간격과 동일한 간격

으로 균열형성 (40t*m)

● 중간 파괴형태 : 초기 휨균열이 비보강 영역에

서 전단균열로 진행되기 시작(부재각 1/200)

● 최종 파괴형태 : 압축측 단부의 세로균열 발생,

압축측 피복 콘크리트 탈락, 철근 좌굴은 발생

(부재각1/50)

d) 실험체 해석 시 특이사항

- SW-S, SW-SS 실험체는 22층 벽식아파트를 2./3로 축소하여 그중 최하층의 전단벽을 모사해 실험한 것이

다. 그러므로 상부층의 전도모멘트를 표현하기 위해 2개의 수직방향 엑츄에이터를 이용해 모멘트를 재현했다. 엑츄

에이터들의 하중비는 횡하중 대비 수직하중은 1:4.4로 유지했으며, ISAAC 해석 시 이를 고려한 모멘트 값을 Step

마다 최상층에 가하였다.

- Fiber Model 해석 시 LH보고서에 나오는 철근연신율을 적용시키지 않고 10%의 연신율을 적용해 해석했다.

이유는 LH보고서에 나오는 철근인장시험 그래프가 잘못되었으며 기록된 연신율을 적용 시 연성도가 과대 평가되

기에 일반적인 10%의 연신율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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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

( tw×L)

단부요소

( B×D )

Aspect

Ratio

H/L

축력비(

%)

′

′   

단위 × × - - MPa MPa MPa MPa

R2
101.6×190

5
304.8×304.8 2.35 0 46.4 535.0 450.2 535.0

(2) 실험체 – R2

a) 참고문헌

Oesterle, R. G., Aristizabal-Ochoa, J. D., Fiorato, A. E., Russell, H. G., and Corley, W. G., "Earthquake Resistant Structural

Walls - Tests of Isolated Walls – PHASE 1", Report to NSF, PCA, Nov. 1979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R2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Flexural cracking (cycle 4)

● 중간 파괴형태 : Flexural cracks progressed

into distributed diagonal and horizontal

cracks in the web

● 최종 파괴형태 : Several bars fractured and

out of plane displacement of the compression

zones progressed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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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

( tw×L)

단부요소

( B×D )

Aspect

Ratio

H/L

축력비(

%)

′

′   

단위 × × - - MPa MPa MPa MPa

B1
101.6×190

5
304.8×304.8 2.35 0 53.0 520.6 449.5 520.6

B2
101.6×190

5
304.8×304.8 2.35 0 53.6 462.6 410.2 462.6

3) 보통전단벽

(1) 실험체 – B1, B2

a) 참고문헌

Oesterle, R. G., Aristizabal-Ochoa, J. D., Fiorato, A. E., Russell, H. G., and Corley, W. G., "Earthquake Resistant Structural

Walls - Tests of Isolated Walls – PHASE 1", Report to NSF, PCA, Nov. 1979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B1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Flexural crack (cycle 4)

● 중간 파괴형태 : Minor spalling and flaking

along the web cracks (cycle 14)

● 최종 파괴형태 : Flexural bar fractured (cycle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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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horizontal crack in the

columns that progressed into diagonal shear

crack in web

● 이후 파괴형태 : diagonal cracks crisscrossed

the web forming compression stru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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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

( tw×L)

단부요소

( B×D )

Aspect

Ratio

H/L

축력비(

%)

′

′   

단위 × × - - MPa MPa MPa MPa

R1
101.6×190

5
304.8×304.8 2.35 0 44.7 521.9 511.6 521.9

(2) 실험체 – R1

a) 참고문헌

Oesterle, R. G., Aristizabal-Ochoa, J. D., Fiorato, A. E., Russell, H. G., and Corley, W. G., "Earthquake Resistant Structural

Walls - Tests of Isolated Walls – PHASE 1", Report to NSF, PCA, Nov. 1979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R1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Flexural cracking (cycle 4)

● 중간 파괴형태 : Horizontal direction as

flexural cracks (cycle 19)

● 최종 파괴형태 : Main flexural bar fracture

(cycle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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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

( tw×L)

단부요소

( B×D )

Aspect

Ratio

H/L

축력비(

%)

′

′   

단위 × × - - MPa MPa MPa MPa

CI-1
101.6×190

5
101.6×246.9 0.48 0 23.3 472.9 476.4 472.9

(3) 실험체 – CI-1

a) 참고문헌

K. N. Shiu, J. I. Daniel, J. D. Aristizabal-Ochoa, W. G. Corley, “Earthquake resistant structural walls-tests of

walls with and without openings”,Report to National Science Foundation, Portland Cement Association, July. 1981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CI-1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Diagonal cracks extended

across the web of the wall and several

horizontal cracks were noted at the first story.

● 중간 파괴형태 : Major horizontal crack

developed at 1.5ft above the base of the wall.

● 최종 파괴형태 : Slip across the horizontal

crack (cycl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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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

( tw×L)

단부요소

( B×D )

Aspect

Ratio

H/L

축력비(

%)

′ 

′   

단위 × × - - MPa MPa MPa MPa

RW2
101.6×1219.

2

101.6×171.4

5
0.75 0.07 43.7 448 434 448

(4) 실험체 – RW2

a) 참고문헌

Thomsen IV, J. H., and Wallace, J. W. ‘‘Displacement-Based Design of RC Structural Walls: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Walls with Rectangular and T-shaped Cross Sections.’’ Rep. No. CU/CEE-95/06, Dep. of Civil

Engineering, Clarkson Univ., Pottsdam, N.Y. 1995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RW2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flexural crack (lateral drift :

0.25%)

● 중간 파괴형태 : flexural and shear crack

(lateral drift : 0.75%)

● 최종 파괴형태 : boundary buckled (lateral

drift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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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

( tw×L)

단부요소

( B×D )

Aspect

Ratio

H/L

축력비(

%)

′

′   

단위 × × - - MPa MPa MPa MPa

M1 100×1000 - 0.61 0.026 50.7 506 506 749

M2 100×1000 - 0.61 0.026 51 506 506 749

M3 80×900 - 0.68 0.1 20.1 506 506 749

M4 80×900 - 0.68 0.048 24.4 506 506 749

(5) 실험체 – M1, M2, M3, M4

a) 참고문헌

Christian Greifenhagen, Dhimitris Papas, Dr.Pierino Lestuzzi. “Static-cyclic tests on reinforced concrete shear walls

with low reinforcement ratios”, IS-IMAC, 2005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M1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Inclined cracks of 30°

inclination

● 중간 파괴형태 : Formation of a horizontal

crack

● 최종 파괴형태 : Rupture of vertical reb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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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Horizontal crack along the

footing

● 중간 파괴형태 : Sliding was observed at load

reversal

● 최종 파괴형태 : Both buckling of vertical

rebars and inclined cracks are shown.

M3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Horizontal crack occurred

first in zone H and propagated rapidly to zone

F

● 최종 파괴형태 : Diagonal cracks formed and

compression failure subsequent to inclined

c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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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Horizontal hairline cracking

near the footing.

● 중간 파괴형태 : Further loading produced an

45° inclined crack in zone E at 90kN.

● 최종 파괴형태 : Rupture of rebars and failure

of concrete ompression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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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

( tw×L)

단부요소

( B×D )

Aspect

Ratio

H/L

축력비(

%)

′

′   

단위 × × - - MPa MPa MPa MPa

Wall3 100×2000 - 0.25 0 30 480 480 230

Wall6 100×2000 - 0.5 0 30 480 480 480

(6) 실험체 – Wall3, Wall6

a) 참고문헌

Zbigniew feliks Wasiewicz, “Sliding shear in low rise shear walls under lateral load reversals”, 1988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Wall3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파괴형태 : Shear cracks were essentially

inclined at 45° and there were some flexural

cracks at the end of the wall. Theses small

flexural cracks became continuous with shear

cr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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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6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파괴형태 : Shear cracks were essentially

inclined at 45° and there were some flexural

cracks at the end of the wall. Theses small

flexural cracks became continuous with shear

cr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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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

( tw×L)

단부요소

( B×D )

Aspect

Ratio

H/L

축력비(

%)

′

′   

단위 × × - - MPa MPa MPa MPa

Wall7 100×2000 - 0.75 0 45 450 450 450

Wall8 100×1500 - 1 0 45 450 450 450

(7) 실험체 – Wall7, Wall8

a) 참고문헌

Hossein Mohammadi-Doostdar, “Behavior and Design of Earthquake Resistant Low-Rise Shear Walls”, 1994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Wall7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Horizontal cracks in the

lower half of the wall.

● 중간 파괴형태 : Horizontal cracks and

diagonal cracks formed with approximately 45°.

● 최종 파괴형태 : Cycles increased the

intensity of diagonal cracking near the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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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8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Horizontal cracks in the

lower half of the wall.

● 중간 파괴형태 : More horizontal cracks and

diagonal cracks formed with approximately 45°

and concrete cover along the construction joint

stated to spall off.

● 최종 파괴형태 : Crushing of diagonal

compression struts was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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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파괴형태 : B3실험체와 유사

● 특징 : B3실험체와 동일단면, but

Monotonic Load

B5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파괴형태 : B2실험체과 파괴형태 유사,

B2, B5실험체가 동일한 지붕층 변위 발생

시 B5실험체에 가한 하중은 B2실험체에 비

해 상당히 높다.

● 특정 : B2실험체와 동일단면, Boundary

Column의 confinement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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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파괴형태 : Diagonal cracks directed

toward the outer compression face at the

base of the wall at an angle of

approximately 39° from vertical

● 최종 파괴형태 : Several compression

strut crush

(cycle 31)

B7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파괴형태 : Diagonal cracks directed

toward the outer compression face at the

base of the wall at an angle of

approximately 40° from vertical (B6 실험

체와 비슷)

● 최종 파괴형태 : Several compression

strut crush (cycle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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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파괴형태 : Diagonal cracks directed

toward the outer compression face at the

base of the wall at an angle of

approximately 40° from vertical (B7 실험

체와 비슷)

● 최종 파괴형태 : Several compression

strut crush (cycle 31)

B10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Crushing in the

concrete cover of th outer face of the

compression column

● 파괴형태 : Complete diagonal

compression strut system formed

● 최종 파괴형태 : Compression boundary

element crushed completely and all bars

buckled

● 특징 : 시공상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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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Minor flexural crack (1

cycle)

● 중간 파괴형태 : Appreciable

shear-related damage on the lower part

of the wall was evident (1.3% drift cycle)

● 최종 파괴형태 : Extensive cover

spalling was observed at the wall

boundary regions, but no indication of

buckling of the main longitudinal

reinforcement was observed. (2.4% drift

cycle)

S9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Minor flexural crack

(1 cycle)

● 중간 파괴형태 : Several flexural cracks

formed and intersecting flexural-shear

and diagonal cracks extended towards

the wall compression zone (drift 0.7%)

● 최종 파괴형태 : Severe damage

concentration at the compression edge in

the lower part of the wall.

Several fractured vertical web bar and a

severely damaged wall web. (drift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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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1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Horizontal and diagonal

crack (0.1% drift)

● 중간 파괴형태 : Tensile and

compressive yield of extreme vertical

bars and cover spalling (0.75% drift)

● 최종 파괴형태 : Crushing of the

confined core of the boundary element

and bar fracture (1.5% drift)

SW-S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횡보간근 간격과 동일한

간격으로 균열형성 (40t*m)

● 중간 파괴형태 : 초기 휨균열이 비보강

영역에서 전단균열로 진행되기 시작(부재각

1/200)

● 최종 파괴형태 : 압축측 단부의 세로균열

발생, 압축측 피복 콘크리트 탈락, 철근 좌

굴은 발생하지않음(부재각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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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SS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횡보간근 간격과 동일한

간격으로 균열형성 (40t*m)

● 중간 파괴형태 : 초기 휨균열이 비보강

영역에서 전단균열로 진행되기 시작(부재각

1/200)

● 최종 파괴형태 : 압축측 단부의 세로균열

발생, 압축측 피복 콘크리트 탈락, 철근 좌

굴은 발생(부재각1/50)

R2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Flexural cracking

(cycle 4)

● 중간 파괴형태 : Flexural cracks

progressed into distributed diagonal and

horizontal cracks in the web

● 최종 파괴형태 : Several bars fractured

and out of plane displacement of the

compression zones progressed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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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Flexural crack (cycle

4)

● 중간 파괴형태 : Minor spalling and

flaking along the web cracks (cycle 14)

● 최종 파괴형태 : Flexural bar fractured

(cycle 33)

B2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horizontal crack in the

columns that progressed into diagonal

shear crack in web

● 이후 파괴형태 : diagonal cracks

crisscrossed the web forming

compression stru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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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Flexural cracking

(cycle 4)

● 중간 파괴형태 : Horizontal direction as

flexural cracks (cycle 19)

● 최종 파괴형태 : Main flexural bar

fracture (cycle 26)

CI-1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Diagonal cracks exten

ded across the web of the wall and sev

eral horizontal cracks were noted at the

first story.

● 중간 파괴형태 : Major horizontal crack

developed at 1.5ft above the base of the

wall.

● 최종 파괴형태 : Slip across the horizo

ntal crack (cycl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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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

( tw×L)

단부요소

( B×D )

Aspect

Ratio

H/L

축력비(

%)

′

′   

단위 × × - - MPa MPa MPa MPa

B3
101.6×190

5
304.8×304.8 2.35 0 47.3 478.5 437.8 478.5

B4
101.6×190

5
304.8×304.8 2.35 0 45.0 478.5 437.8 478.5

B5
101.6×190

5
304.8×304.8 2.35 0 45.3 478.5 444.0 478.5

A-2. 단일벽체 포락곡선 검증 – ISAAC-3D + 상용프로그램
**각 실험 결과의 M-Φ, V-γ 그래프는 ‘실험 및 해석 결과 (Rectangular Type) - ISAAC-3D’의 ISAAC-3D 결과그래프를 나

타낸 것이다.**

1) 특수전단벽

(1) 실험체 – B3, B4, B5

a) 참고문헌

Oesterle, R. G., Aristizabal-Ochoa, J. D., Fiorato, A. E., Russell, H. G., and Corley, W. G., "Earthquake Resistant Structural

Walls - Tests of Isolated Walls – PHASE 1", Report to NSF, PCA, Nov. 1979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B3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flexural crack (cycle 4)

● 중간 파괴형태 : several horizontal crack

(cycle 25)

● 최종 파괴형태 : vertical bar fracture (cycle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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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파괴형태 : B2실험체과 파괴형태 유사, B2, B5

실험체가 동일한 지붕층 변위 발생시 B5실험체에

가한 하중은 B2실험체에 비해 상당히 높다.

● 특정 : B2실험체와 동일단면, Boundary

Column의 confinement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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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

( tw×L)

단부요소

( B×D )

Aspect

Ratio

H/L

축력비(

%)

′

′   

단위 × × - - MPa MPa MPa MPa

B6
101.6×190

5
304.8×304.8 2.35 0.13 21.8 511.6 440.6 511.6

B7
101.6×190

5
304.8×304.8 2.35 0.078 49.3 489.5 457.8 489.5

B8
101.6×190

5
304.8×304.8 2.35 0.09 41.9 453.7 457.8 453.7

B10
101.6×190

5
304.8×304.8 2.35 0.08 45.6 475.0 437.8 475.0

(2) 실험체 – B6, B7, B8, B10

a) 참고문헌

Oesterle, R. G., Aristizabal-Ochoa, J. D., Fiorato, A. E., Russell, H. G., and Corley, W. G., "Earthquake Resistant Structural

Walls - Tests of Isolated Walls – PHASE II", Report to NSF, PCA, Nov. 1979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B6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파괴형태 : Diagonal cracks directed toward

the outer compression face at the base of the

wall at an angle of approximately 39° from

vertical

● 최종 파괴형태 : Several compression strut

crush(cycle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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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파괴형태 : Diagonal cracks directed toward

the outer compression face at the base of the

wall at an angle of approximately 40° from

vertical (B6 실험체와 비슷)

● 최종 파괴형태 : Several compression strut

crush (cycle 31)

B8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파괴형태 : Diagonal cracks directed toward

the outer compression face at the base of the

wall at an angle of approximately 40° from

vertical (B7 실험체와 비슷)

● 최종 파괴형태 : Several compression strut

crush (cycle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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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0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Crushing in the concrete

cover of the outer face of the compression

column

● 파괴형태 : Complete diagonal compression

strut system formed

● 최종 파괴형태 : Compression boundary

element crushed completely and all bars

buckled

● 특징 : 시공상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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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

( tw×L)

단부요소

( B×D )

Aspect

Ratio

H/L

축력비(

%)

′

′   

단위 × × - - MPa MPa MPa MPa

S4
101.6×101

6
101.6×113.7 1 0 46.2 633.0 444.0 633.0

S9
101.6×101

6
101.6×116.8 1 0 42.7 622.0 477.8 622.0

(3) 실험체 – S4, S9

a) 참고문헌

Adamantia Athanasopoulou, “Shear strength and drift capacity of reinforced concret and

high-performance fiber reinforced concrete low-rise walls subjected to displacement reversals”, Ph.D.. Thesis,

University of Mishigan, 2010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S4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Minor flexural crack (1

cycle)

● 중간 파괴형태 : Appreciable shear-related

damange on the lower part of the wall was

evident (1.3% drift cycle)

● 최종 파괴형태 : Extensive cover spalling was

observed at the wall boundary regions, but no

indication of buckling of the main longitudinal

reinforcement was observed. (2.4% drift cycle)



- 39 -

S9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Minor flexural crack (1

cycle)

● 중간 파괴형태 : Several flexural cracks

formed and intersecting flexural-shear and

diagonal cracks extended towards the wall

compression zone (drift 0.7%)

● 최종 파괴형태 : Severe damage concentration

at the compression edge in the lower part of

the wall.

Several fractured vertical web bar and a

severely damaged wall web. (drift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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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

( tw×L)

단부요소

( B×D )

Aspect

Ratio

H/L

축력비(

%)

′

′   

단위 × × - - MPa MPa MPa MPa

R2
101.6×190

5
304.8×304.8 2.35 0 46.4 535.0 450.2 535.0

(2) 실험체 – R2

a) 참고문헌

Oesterle, R. G., Aristizabal-Ochoa, J. D., Fiorato, A. E., Russell, H. G., and Corley, W. G., "Earthquake Resistant Structural

Walls - Tests of Isolated Walls – PHASE 1", Report to NSF, PCA, Nov. 1979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R2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Flexural cracking (cycle 4)

● 중간 파괴형태 : Flexural cracks progressed

into distributed diagonal and horizontal cracks

in the web

● 최종 파괴형태 : Several bars fractured and

out of plane displacement of the compression

zones progressed further.

3) 보통전단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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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

( tw×L)

단부요소

( B×D )

Aspect

Ratio

H/L

축력비(

%)

′

′   

단위 × × - - MPa MPa MPa MPa

B1
101.6×190

5
304.8×304.8 2.35 0 53.0 520.6 449.5 520.6

B2
101.6×190

5
304.8×304.8 2.35 0 53.6 462.6 410.2 462.6

(1) 실험체 – B1, B2

a) 참고문헌

Oesterle, R. G., Aristizabal-Ochoa, J. D., Fiorato, A. E., Russell, H. G., and Corley, W. G., "Earthquake Resistant Structural

Walls - Tests of Isolated Walls – PHASE 1", Report to NSF, PCA, Nov. 1979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B1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Flexural crack (cycle 4)

● 중간 파괴형태 : Minor spalling and flaking

along the web cracks (cycle 14)

● 최종 파괴형태 : Flexural bar fractured (cycle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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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horizontal crack in the

columns that progressed into diagonal shear

crack in web

● 이후 파괴형태 : diagonal cracks crisscrossed

the web forming compression stru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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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

( tw×L)

단부요소

( B×D )

Aspect

Ratio

H/L

축력비(

%)

′

′   

단위 × × - - MPa MPa MPa MPa

R1
101.6×190

5
304.8×304.8 2.35 0 44.7 521.9 511.6 521.9

(2) 실험체 – R1

a) 참고문헌

Oesterle, R. G., Aristizabal-Ochoa, J. D., Fiorato, A. E., Russell, H. G., and Corley, W. G., "Earthquake Resistant Structural

Walls - Tests of Isolated Walls – PHASE 1", Report to NSF, PCA, Nov. 1979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R1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Flexural cracking (cycle 4)

● 중간 파괴형태 : Horizontal direction as

flexural cracks (cycle 19)

● 최종 파괴형태 : Main flexural bar fracture

(cycle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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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

( tw×L)

단부요소

( B×D )

Aspect

Ratio

H/L

축력비(

%)

′

′   

단위 × × - - MPa MPa MPa MPa

CI-1
101.6×190

5
101.6×246.9 0.48 0 23.3 472.9 476.4 472.9

(3) 실험체 – CI-1

a) 참고문헌

K. N. Shiu, J. I. Daniel, J. D. Aristizabal-Ochoa, W. G. Corley, “Earthquake resistant structural walls-tests of

walls with and without openings”,Report to National Science Foundation, Portland Cement Association, July. 1981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CI-1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Diagonal cracks extended

across the web of the wall and several

horizontal cracks were noted at the first story.

● 중간 파괴형태 : Major horizontal crack

developed at 1.5ft above the base of the wall.

● 최종 파괴형태 : Slip across the horizontal

crack (cycl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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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

( tw×L)

단부요소

( B×D )

Aspect

Ratio

H/L

축력비(

%)

′ 

′   

단위 × × - - MPa MPa MPa MPa

RW2
101.6×1219.

2

101.6×171.4

5
0.75 0.07 43.7 448 434 448

(4) 실험체 – RW2

a) 참고문헌

Thomsen IV, J. H., and Wallace, J. W. ‘‘Displacement-Based Design of RC Structural Walls: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Walls with Rectangular and T-shaped Cross Sections.’’ Rep. No. CU/CEE-95/06, Dep. of Civil

Engineering, Clarkson Univ., Pottsdam, N.Y. 1995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RW2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flexural crack (lateral drift :

0.25%)

● 중간 파괴형태 : flexural and shear crack

(lateral drift : 0.75%)

● 최종 파괴형태 : boundary buckled (lateral

drift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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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

( tw×L)

단부요소

( B×D )

Aspect

Ratio

H/L

축력비(

%)

′

′   

단위 × × - - MPa MPa MPa MPa

M1 100×1000 - 0.61 0.026 50.7 506 506 749

M2 100×1000 - 0.61 0.026 51 506 506 749

M3 80×900 - 0.68 0.1 20.1 506 506 749

M4 80×900 - 0.68 0.048 24.4 506 506 749

(5) 실험체 – M1, M2, M3, M4

a) 참고문헌

Christian Greifenhagen, Dhimitris Papas, Dr.Pierino Lestuzzi. “Static-cyclic tests on reinforced concrete shear walls

with low reinforcement ratios”, IS-IMAC, 2005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M1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Inclined cracks of 30°

inclination

● 중간 파괴형태 : Formation of a horizontal

crack

● 최종 파괴형태 : Rupture of vertical reb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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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Horizontal crack along the

footing

● 중간 파괴형태 : Sliding was observed at load

reversal

● 최종 파괴형태 : Both buckling of vertical

rebars and inclined cracks are shown.

M3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Horizontal crack occurred

first in zone H and propagated rapidly to zone

F

● 최종 파괴형태 : Diagonal cracks formed and

compression failure subsequent to inclined

c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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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Horizontal hairline cracking

near the footing.

● 중간 파괴형태 : Further loading produced an

45° inclined crack in zone E at 90kN.

● 최종 파괴형태 : Rupture of rebars and failure

of concrete ompression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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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

( tw×L)

단부요소

( B×D )

Aspect

Ratio

H/L

축력비(

%)

′

′   

단위 × × - - MPa MPa MPa MPa

Wall3 100×2000 - 0.25 0 30 480 480 230

Wall6 100×2000 - 0.5 0 30 480 480 480

(6) 실험체 – Wall3, Wall6

a) 참고문헌

Zbigniew feliks Wasiewicz, “Sliding shear in low rise shear walls under lateral load reversals”, 1988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Wall3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파괴형태 : Shear cracks were essentially

inclined at 45° and there were some flexural

cracks at the end of the wall. Theses small

flexural cracks became continuous with shear

cr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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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6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파괴형태 : Shear cracks were essentially

inclined at 45° and there were some flexural

cracks at the end of the wall. Theses small

flexural cracks became continuous with shear

cr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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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

( tw×L)

단부요소

( B×D )

Aspect

Ratio

H/L

축력비(

%)

′

′   

단위 × × - - MPa MPa MPa MPa

Wall7 100×2000 - 0.75 0 45 450 450 450

Wall8 100×1500 - 1 0 45 450 450 450

(7) 실험체 – Wall7, Wall8

a) 참고문헌

Hossein Mohammadi-Doostdar, “Behavior and Design of Earthquake Resistant Low-Rise Shear Walls”, 1994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Wall7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Horizontal cracks in the

lower half of the wall.

● 중간 파괴형태 : Horizontal cracks and

diagonal cracks formed with approximately 45°.

● 최종 파괴형태 : Cycles increased the

intensity of diagonal cracking near the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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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8 실험체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파괴형태 : Horizontal cracks in the

lower half of the wall.

● 중간 파괴형태 : More horizontal cracks and

diagonal cracks formed with approximately 45°

and concrete cover along the construction joint

stated to spall off.

● 최종 파괴형태 : Crushing of diagonal

compression struts was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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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형벽체 포락곡선 검증 – ISAAC-3D + 상용프로그램
실험체 검증

(1) TUA / C / 90, -90 / 2.6, 2.8

M-Φ V-γ

P-δ Comment

· 수직철근 항복으로 인한 파괴, 콘크리트 압축파괴는

관찰되지 않았음.

· 실험완료까지 Confine된 경계부분이 Unconfined

부분에 비해 좋은 상태 유지.

· Sliding 전단변형은 매우 작게 발생.

(2) TUB / C / 90, -90 / 2.6, 2.8

M-Φ V-γ

P-δ Comment

· Web Unconfined 부분에서 대각압축 파괴로 구조물

파괴. (TUA에 비해 축력비 높다)

· TUA에 비해 가파른 Crack Pattern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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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UC / C / -45, 135 / 2.3, 2.8

M-Φ V-γ

P-δ Comment

· 면 외 좌굴과 Flange 압축 파괴 발생.

(4) TUD / C / -45, 135 / 2.3, 2.8

M-Φ V-γ

P-δ Comment

· Flange 콘크리트 압축파괴로 인한 구조물 파괴

(TUC에 비해 축력비 높다, 즉 연성도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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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2 / H / 0, 180 / 2.4, 5.0

M-Φ V-γ

P-δ Comment

· Flange 휨균열을 시작으로 Web 전단균열로 이어짐.

· Crack pattern은 전단파괴와 유사함.

(6) DP1 / H / 0, 180 / 0.7, 0.6

M-Φ V-γ

P-δ Comment

· Web 전체적으로 대각균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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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C / T / 0, 180 / 1.5, 1.9

M-Φ V-γ

P-δ Comment

· 복부하단에 초기 휨균열 발생

· 부재각 증가함에 따라 휨균열은 휨-전단균열로 진행

· 복부 하단부의 콘크리트 압축파괴로 인해 구조물 파괴.

(8) TW-2 / T / 0, 180 / 3, 3

M-Φ V-γ

P-δ Comment

· 1층 전체에 휨, 전단 균일 발생, 가장 큰 전단 균열은

Web에 발생.

· 이후 Web 전단균열과 경계구분 수직철근 압축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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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500-1 / T / 0, 180 / 2.8, 2.8

M-Φ V-γ

P-δ Comment

· 초기 Web 휨균열 발생, 이후 전단균열 발생.

· 휨-전단균열 발생, 주로 수직철근 항복과 Web

콘크리트 파괴로 인한 구조물 파괴

· 축력이 강할수록, Aspect Ratio가 작을수록 전단균열

커진다.(실험체들을 비교해보면)

(10) T500-2 / T / 0, 180 / 2.8, 2.8

M-Φ V-γ

P-δ Comment

· 초기 Web 휨균열 발생, 이후 전단균열 발생.

· 휨-전단균열 발생, 주로 수직철근 항복과 Web

콘크리트 파괴로 인한 구조물 파괴

· 축력이 강할수록, Aspect Ratio가 작을수록 전단균열

커진다.(실험체들을 비교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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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T650-1 / T / 0, 180 / 2.2, 2.2

M-Φ V-γ

P-δ Comment

· 초기 Web 휨균열 발생, 이후 전단균열 발생.

· 휨-전단균열 발생, 주로 수직철근 항복과 Web

콘크리트 파괴로 인한 구조물 파괴

· 축력이 강할수록, Aspect Ratio가 작을수록 전단균열

커진다.(실험체들을 비교해보면)

(12) T650-2 / T / 0, 180 / 2.2, 2.2

M-Φ V-γ

P-δ Comment

· 초기 Web 휨균열 발생, 이후 전단균열 발생.

· 휨-전단균열 발생, 주로 수직철근 항복과 Web

콘크리트 파괴로 인한 구조물 파괴

· 축력이 강할수록, Aspect Ratio가 작을수록 전단균열

커진다.(실험체들을 비교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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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T800-1 / T / 0, 180 / 1.8, 1.8

M-Φ V-γ

P-δ Comment

· 초기 Web 휨균열 발생, 이후 전단균열 발생.

· 휨-전단균열 발생, 주로 수직철근 항복과 Web

콘크리트 파괴로 인한 구조물 파괴

· 축력이 강할수록, Aspect Ratio가 작을수록 전단균열

커진다.(실험체들을 비교해보면)

(14) T800-2 / T / 0, 180 / 1.8, 1.8

M-Φ V-γ

P-δ Comment

· 초기 Web 휨균열 발생, 이후 전단균열 발생.

· 휨-전단균열 발생, 주로 수직철근 항복과 Web

콘크리트 파괴로 인한 구조물 파괴

· 축력이 강할수록, Aspect Ratio가 작을수록 전단균열

커진다.(실험체들을 비교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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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L-1 / L / 45, 225 / 2.9, 2.9

M-Φ V-γ

P-δ Comment

· 벽체 코너 부분에 휨균열 발생

(16) L-2 / L / 45, 225 / 2.9, 2.9

M-Φ V-γ

P-δ Comment

· 벽체 코너 부분에 휨균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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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L00A / L / 0, 180 / 1.8, 1.8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휨균열 이후 Confined 부분 수직철근 항복.

· 벽체 하부 급작스런 전단파괴로 인한 실험체 파괴.

(18) L45A / L / 45, 225 / 1.8, 1.8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휨균열 이후 Confined 부분 수직철근 항복.

· Unconfined 부분 압축 파괴, 벽체 하부 전단 파괴로

인한 실험체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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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L45B / L / 45, 225 / 1.3, 1.8

M-Φ V-γ

P-δ Comment

· 초기 휨균열 이후 Confined 부분 수직철근 항복.

· 정방향 하중시 L45A와 거동 동일, 부방향 하중시 짧은

측면이 L45A에 비해 더 심한 피해를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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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단일벽체 이력거동 검증 – ISAAC-3D

1. 실험체 분류

본 검증에서는 특수전단벽, 준 특수전단벽, 보통전단벽으로 분류해 전단벽에 대한 이력거동 매개변수를 확인하

였다. 포락곡선 검증자료의 실험체중 이력거동 비교가 가능한 실험체만 선택해 3-매개변수값들을 확인하였다.

2. 실험결과 및 매개변수

표 1. 전단벽 매개변수

Aspect Ratio>2.8 1.0<Aspect Ratio<2.8 Aspect Ratio<1.0

(+)

3-Parameters

(-)

3-Parameters

(+)

3-Parameters

(-)

3-Parameters

(+)

3-Parameters

(-)

3-Parameters

α β γ α β γ α β γ α β γ α β γ α β γ

휨 4 0.15 1.0 4 0.15 1.0 1.5 0.15 0.7 4 0.15 0.7 4 0.15 0.4 4 0.15 0.4

전단 0.5 0.1 0.7 1.5 0.1 0.7 0.5 0.1 0.7 1.5 0.1 0.7 0.5 0.1 0.4 1.5 0.1 0.4

경계요소를 가진 전단벽을 비탄성 휨 및 전단스프링과 탄성 축력 및 비틀림 스프링으로 모델링하였다. 실험체

이력거동 확인결과 Aspect Ratio에 따라 거동 형태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Aspect Ratio값이 1미만으로 작

은 값에서는 대체로 큰 Pinching 거동을 보였으며 Aspect Ratio값이 2.8 이상인 경우 Pinching거동이 거의 보

이지 않은 실험결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Aspect Ratio에 따라 표3과 같이 다른 3-매개변수값을 적용하였다.

(Aspect Ratio 계산시 구조물 전체높이로 계산후 알맞은 매개변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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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1 실험체 RW2 실험체

3. 실험 및 해석결과 비교

특수경계요소와 보통경계요소를 가진 전단벽의 이력거동에 대한 실험결과를 IDARC에서 제시한 3-매개변수 해

석모델을 이용하여 재현한 해석결과와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Aspect Ratio에 따라 전단벽의 강성도 저하, 강도 저

하 및 핀칭 거동을 비교적 정확히 나타낼 수 있었다.

1) Aspect Ratio>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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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Aspect Ratio<2.8

B3 실험체 B5 실험체

B6 실험체 B7 실험체

B8 실험체 R2 실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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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실험체 B2 실험체

R1 실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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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 실험체 M1 실험체

M4 실험체 Wall3 실험체

Wall7 실험체 Wall8 실험체

3) Aspect Rati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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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전단벽 매개변수

(+) 3-Parameters (-) 3-Parameters

α β γ α β γ

C Type
휨 1.3 0.1 0.85 1.3 0.1 0.85

전단 1 0.4 0.7 0.5 0.4 0.7

H Type
휨 4 0.15 0.7 4 0.15 0.7

전단 1 0.05 0.3 1.5 0.01 0.3

T Type
휨 1 0.1 0.7 1.3 0.1 0.7

전단 1 0.1 0.7 1.3 0.1 0.7

L Type
휨 1.5 0.01 0.7 3 3 0.2

전단 1.5 0.01 0.7 3 3 0.2

D. 이형벽체 이력거동 검증 – ISAAC-3D

1. 실험체 분류

본 검증에서는 이형벽체에 대한 이력거동 매개변수를 확인하였다. 포락곡선 검증자료의 실험체 중 이력거동 비교가

가능한 실험체만 선정해 3-매개변수를 확인하였다.

2. 실험결과 및 매개변수

이형벽체는 단일벽체의 조합형 벽체로 단일벽체 모델링을 각 전단벽 형태에 따라 조합하여 모델링 하였으며, 실험체 이럭

거동 매개변수는 전단벽 형태를 기준으로 표2와 같이 3-매개변수를 적용하였다.

3. 실험 및 해석결과 비교

C, H Type의 경우 ‘Envelope Curve of Flanged Wall Type – ISAAC-3D + 상용프로그램’에서와 같이 최대 강도, 변위 및

강성을 잘 모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나머지 T, L Type은 포락곡선상에서 모사에 무리가 있으므로 이력거동 모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러므로 이형벽체 이력거동에 대한 실험결과를 IDARC에서 제시한 3-매개변수 해석모델을 이용하여 재현

한 해석결과와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C, H Type만 벽체의 이력거동 모사가 가능하며 나머지 형태의 벽체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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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A 실험체 TUB 실험체

TUC 실험체

F2 실험체 DP1 실험체

1) C Type

2) H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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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실험체 TW-2 실험체

L-1 실험체 L-2 실험체

3) T Type

4) 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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